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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는 신체억제에 한 식과 태도  악하  해 양시  양보호사  상 로 시도  

조사연 다. 연 상 는 양시 에 근 하는 양보호사 153  상 로 하 다. 료수집  조화  

지  사용하 고 수집한 료는 술통계 및 t-test, ANOVA, Scheffé test 및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하 다. 연  상  신체억제에 한 식 정도는 전체평균 2.83점(5점 만점) 었고, 상  신체억제에 한 

태도 정도는 전체평균 3.56점(5점 만점) 었다. 상  신체억제에 한 식과 태도 간에는 통계적 로 한 순

상 계(r=.31, p<.001)가 는 것 로 나타났다. 본 연 결과 신체억제에 한 식과 태도 점수가 낮  항에 

한 체계적   필  확 하 다. 따라  신체억제  적절한 사용방법에 한 실제적 고 효과적  프

로그램  개발  필 하 , 신체억제 적용 과 련  지침개발  필 하다. 향후  보호  해 신체억

제 감  및 폐지  한 력과 심  다.

주제어 : 양보호사, 양시 , 신체억제, 식, 태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 physical 

restraints among elderly care workers. The subjects were 153 care workers who are working at elderly care 

facilities within the regions. Data were collected by structured questionnaires.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cheffé test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The mean score of 

the perception for physical restraints was 2.83 out of 5, and the mean score of the attitude for the physical 

restraints was 3.56 out of 5.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perception and 

attitude about physical restraints (r=.31, p<.001). This research has confirmed that it is necessary for care 

workers to have education about low score items of recognition and attitude about physical restraints. Therefore, 

we need to develop proper and efficient educational program about use method for physical restraints, and need 

to develop guideline for adopting physical restraints. Also, we should make efforts and attentions to reduce or 

abolish physical restraints in order to protect the elderly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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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1.1 연  필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하고 노인장

기요양법이 시행되면서 요양시설이 증가되었다[1]. 이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상의 돌 서비스

가 증하면서[2,3] 그동안 가족구성원이 담당하 던 돌

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문

인 서비스의 요성과 필요성이 강하게 부각되기 시작하

다[4].

그러한 서비스 제공자 요양보호사는 노인요양시설

체 근무자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1], 요

양시설에서 노인을 가장 가까이서 돌보는 주요 인력으로

치매 풍 등으로 장기요양 정을 받은 노인들에게 신

체활동 일상생활 활동의 서비스를 제공한다[4,5]. 이러

한 직무 수행 부득이하게 신체억제를 용하는 경우

가 발생하는데, 이는 주로 신체 기능이나 인지기능이

하된 노인들의 문제 행동 방지, 낙상 방지 등을 해서

사용된다[6]. 그러나 신체 억제는 노인의 문제행동을 악

화시킬 수 있으며 액 순환장애, 피부 찰과상 기동성

하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7]. 한 간호제공자들

은 노인 자신 다른 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하고 간호시간을 이기 해 다른 재보다 우선

으로 신체억제를 사용하고 있다[8]고 하 는데, 이는 노

인 상자의 인권과 련하여 다양한 법 , 윤리 문제

를 야기할 소지가 있어 신체억제와 련하여 논란이 지

속되고 있다[9].

신체억제에 해서는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노인복지

시설 인권보호 안 리 지침으로 최후 수단으로서

신체 제한을 해야 한다[10]고 제시하고 있으나 리 지

침에 한 구체 인 기 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노

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체억제로 인한 부작용을 감소시

키고 이를 올바로 사용하기 해서는 신체억제와 련된

실태를 악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Cohen

과 Erickson [11]은 간호제공자들은 자신의 신념과 가치

에 따라 환자의 간호 상황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반응한

다고 하 다. 신체억제에 한 의사결정에 간호제공자의

개인 인 견해가 크게 향을 미칠 수 있고[6], 신체억제

의 결정요인으로 억제에 한 인식, 사용태도 등이 향

을 미쳤다[12, 13]는 보고는 요양보호사의 신체억제에

한 인식이나 태도에 주의와 심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이와 련하여 노인시설에서 신체억제에 한 인식과

태도를 다룬 연구[14,15]는 직종이나 역할의 구분 없이

노인요양시설의 모든 간호제공자를 조사 상으로 하고

있다. 이외에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제공자를 상으로 신

체억제를 용한 경험 연구[6]와 노인요양시설 종사

자를 상으로 한 신체억제 결정요인[12] 신체억제 의

사결정에 한 연구[13]가 있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를

상으로 신체억제에 을 맞추어 이루어진 연구는 거

의 없는 실정이다. Lee와 Kweoun[9]는 환자를 가장 가까

이서 돌보는 돌 제공자의 신체억제에 한 인식을

악하는 것이 필요함을 언 하 고, Kim 등[6]도 시설에

서 직 간병을 담당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교육과정

에 신체억제와 련된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고 지 한

바 있다. 이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실 으로 노인 상자

의 돌 을 주로 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신체억제와 련

된 인식이나 태도를 악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

호사의 신체억제에 한 인식과 태도를 악하여, 요양

보호사에 의한 신체억제의 한 사용 방법과 용 기

에 한 효과 이고 실제 인 교육을 실시하기 한

기 자료를 마련함으로써 융복합 인 다양한 서비스 방

안을 모색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 목적

본 연구의 목 은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

사의 신체억제에 한 인식과 태도를 악하여 실제 인

교육에 도움이 되는 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함이며 구

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보호사의 신체억제에 한 인식과 태도 정

도를 악한다.

둘째, 요양보호사의 신체억제에 한 인식과 태도의

상 계를 악한다.

셋째, 요양보호사의 일반 특성에 따른 신체억제에

한 인식과 태도의 차이를 악한다.

2. 연 방법

2.1 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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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신체억제에

한 인식과 태도 정도 상 계를 악하고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차이를 악하기 한 서술 조사

연구이다.

2.2 연 상

본 연구는 북지역 소재 노인요양시설 체 42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등록된 요양시설로서, 거주

노인 30인 이상의 요양시설을 임의로 6개 선정하 다.

북 지역의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체 요양보호사 약

1,000 명 20%에 해당하는 200명을 임의표집 하 다.

상자 수는 G power 3.1 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요양

시설 요양보호사의 신체억제에 한 인식과 태도를 악

하기 해 t-검정에서 간 효과크기 .05, 검정력 .80, 유

의수 .05를 유지하기 한 최소 표본의 수는 128명이

며, 분산분석에서 그룹수 3, 간 효과크기 .3, 검정력 .80,

유의수 .05를 유지하기 한 최소 표본의 수는 111명이

필요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탈락자를 고려하여 200명

을 자료 수집하 고 응답이 불성실한 47명이 제외되어

연구 상자는 153명이었고 상자의 크기는 정한 것으

로 단된다.

상자 선정 기 은 재 요양보호사로 활동 인 자

로 본 연구에 참여할 것에 동의한 후 서면동의서를 작성

한 자이다.

2.3 연 도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 으며 다음과

같다.

2.3.1 신체억제에 한 식 

본 연구에서는 신체억제에 한 인식을 측정하기

하여 Kim[12]이 11문항의 일본 “수발보험지정 신체억제

가 지되는 행 ”를 우리나라 종사자들의 실정에 맞게

수정한 5 척도로 된 신체억제에 한 인식 측정도구를

사용하 다. 1 ‘ 억제가 아니다’, 5 ‘강한 수 의

억제이다’로 수가 높을수록 신체억제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12]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 .9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 = .89 이었다.

2.3.2 신체억제에 한 태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신체억제에 한 태도 도구는

Janelli 등[16]이 개발한 신체억제 사용에 한 태도

(Attitudes Regarding Use of Restraints) 설문지를 Kim

과 Oh[14]가 번안하고 신체억제에 한 간호제공자의 태

도에 련된 6문항을 추가하여 총 17문항으로 수정, 보완

한 5 척도를 사용하 다. 1 ‘아주 동의하지 않는다’,

5 ‘아주 동의한다’로 수가 높을수록 신체억제에 한

태도가 좋음을 의미한다.

Janelli 등[16]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 

= .67이었고, Kim과 Oh[14]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 = .70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 = .76이었다.

2.4 료수집방법

본연구는연구자소속기 의 IRB(JPMH-IRB-2011-06)

승인을 받았다. 연구자는 시설장에게 연구목 을 설명하

고 자료수집을 허락받았으며, 2011년 11월 9일부터 11월

19일에 걸쳐 기 과 의된 방문 일정에 따라 연구목

에 동의한 상자에게 설문조사를 하 다. 본 연구 는 연

구목 으로만 사용되며 어떤 목 으로도 노출되지 않는

다는 것과 참여시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원하

지 않으면 연구 참여를 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 다.

2.5 료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9.0 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

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 신체억제에 한 인식과

태도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 편차로 구하 다. 신체억

제에 한인식과태도의상 계는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신체억제에

한 인식과 태도의 차이는 t-test, ANOVA Scheffé

test로 분석하 다.

3. 연 결과

3.1 연 상  특

연구 상자는 총 153명이며, 일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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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y n(%) M±SD

Gender
Male 10( 6.5)

Female 143(93.5)

Age(years)

≤39세 16(10.5)

47.4±7.440～49 65(42.5)

≥50세 72(47.0)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10(6.5)

High school 88(57.5)

College 40(26.1)

University over 15( 9.9)

Religion

Christian 55(35.9)

Buddhism 13(8.5)

Catholic 26(17.0)

No 47(30.8)

Etcetera 12(7.8)

Marital status

Married 132(86.3)

Bereavement 9(5.8)

Divorce 1(0.7)

Unmarried 10(6.5)

Etcetera 1(0.7)

Duration of

working(years)

< 1 20(13.1)

≤1∼2 27(17.6)

≤2∼<3 28(18.3)

≤3～<5 38(24.8)

≥5 37(24.2)

Working pattern
Permanent 100(65.4)

Contingent 53(34.6)

Working hours

< 40 3(1.9)

40 114(77.0)

>40 35(23.0)

Experiences of

restraint education

Yes 127(84.1)

No 24(15.9)

The need related

education body restraints

Need 145(96.0)

No need 6(4.0)

Whether violations of

human rights body

restraints

Violation 84(56.8)

Not violation 64(43.2)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53)

상자는 부분 여자이었으며, 상자의 평균연령은

47.4±7.4세로 50 이상이 72명(47.0%)으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고졸이 88명(57.5%), 종교는 기독교가 55명(35.9%),

결혼상태는 기혼이 132명(86.3%)로 가장 많았다. 요양보

호사로서 근무한 총 경력은 3년～5년 미만이 38명

(24.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무형태는 정규직이 100명

(65.4%), 주당 근무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가 114명

(77%)으로 가장 많았다. 신체억제에 한 교육경험이 있

는 상자가 127명(84.1%)으로 많았으며, 연구 상자

다수인 145명(96%)이 신체억제에 한 교육이 필요하다

고 생각하 고, 84명(56.8%)은 신체억제가 노인의 인권

보호에 배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신체억제에 한 식과 태도

3.2.1 신체억제에 한 식

본 연구에서 신체억제에 한 인식은 5 만 에 평균

2.83±0.80 으로 나타났다<Table 2>.

Items M±SD

The overdose of psychotropic drugs is administered to

stabilize the patient's behavior.
3.76±1.21

Tie with strings the body and extremities on

wheelchair, chair, and bed to suppress wandering.
3.55±1.23

Tie with strings the body and extremities on bed to

prohibit bothering behavior to the others .
3.44±1.24

Tie with strings the body and extremities on bed to

prevent falling.
3.26±1.22

Isolate in room to prohibit go out the door oneself open. 2.99±1.34

Use the chair to do not stand up who be able to stand up. 2.83±1.14

Tie with strings the extremities to do not pull out IV,

L tube, foley catheter.
2.71±1.13

Attach Y restraint, waist belt, wheelchair table to prevent

sling or do not stand up on wheelchair and chair.
2.42±1.16

Wear garment restraints to prohibit take off clothes

and diaper.
2.23±1.10

Wear gloving restraints to limit scratch skin, pull out

IV, L tube, foley catheter.
2.07±1.09

Apply side rail on bed to do not go out bed. 1.98±1.03

Total 2.83±0.80

IV: Intravenous L tube: Levine tube

<Table 2> Perceptions of physical restraints use  

(N=153) 

신체억제에 한 인식을 문항별로 볼 때 ‘행동을 안정

시키기 하여 향정신약을 과잉으로 복용시킨다.’

(3.76±1.21 )가 가장 수가 높았고, 그 다음 ‘배회하지

않도록 휠체어나 의자, 침 에 몸이나 사지를 끈으로 묶

는다.’(3.55±1.23 ),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행 를 막기

해 침 등에 몸이나 사지를 끈 등으로 묶는

다.’(3.44±1.24 )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신체억제에 한 인식 수가 낮은 문항을 보

면 ‘스스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침 에 난간(side rail)을

설치한다.’(1.98±1.03 )가 가장 낮았고, 그 다음 ‘링거/ 비

양(L-튜 )/유치도뇨 등의 튜 를 빼지 못하도

록 는 피부를 지 못하도록 손가락의 기능을 제한하

는 벙어리형 장갑을 끼운다.’(2.07±1.09 ), ‘옷을 벗거나

기 귀 빼는 것을 제안하기 하여 우주복을 입힌

다.’(2.23±1.10 )의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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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신체억제에 한 태도

연구 상자의 신체억제에 한 태도는 5 만 에

3.56±0.43 으로 나타났다<Table 3>.

Items M±SD

It is important to explain to the patient recognized that

restraint is being applied.
4.15±0.70

It should be have rules and guidelines about adopting

of restraint.
4.00±0.88

If I am a patient, I have the right to refuse or resist

the placing of restraint on me.
3.99±0.76

Family members have the right to refuse the adopting

of restraint.
3.95±0.80

It makes me feel bad the patient becomes more upset

after restraint is applied .
3.90±0.76

I feel ethical conflict when restraint is applied. 3.87±0.80

When restraint is applied, it should record on the

kardex.
3.86±0.96

Although the patient suffers a loss of dignity when

placed in restraint, elderly care facilities have legally

responsibility restraint adopting for safety.

3.69±0.82

I feel embarrassed when the family members enter the

room of a patient who is restrained.
3.60±1.08

The restraint should be applied only with a

physician's order.
3.55±0.98

Health providers have the right to refuse the adopting

of restraint.
3.55±0.80

I feel afraid if I have legally by using of restraint. 3.36±0.87

Whether the restraint need to be applied or do not

need, I do not make decision.
3.26±1.06

After the patient be applied the restraint, the patient

is more irritable.
3.11±0.93

The main reason for adopting restraint is short of

staff..
3.09±1.45

The restraint is a type of punishment. 2.87±1.21

I feel that the restrained patient care is more easy. 2.82±1.08

Total 3.56±0.43

<Table 3> Attitudes regarding use of restraints 

(N=153)

신체억제에 한 태도를 문항별로 살펴보면, ‘억제

를 용한 환자에게 환자를 해서 억제 를 용했다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 요하다.’(4.15±0.70 )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억제 사용과 련된 지침이나

규정이 있어야 한다.’(4.00±0.88 )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신체억제에 한 태도 수가 낮은 문항은 ‘일반

으로 억제된 환자를 돌보는 것이 더 편안하다고 느낀

다.’(2.82±1.08 )가 가장 낮았고, 그 다음 ‘억제 는 환자

를 처벌하는 하나의 형태이다.’(2.87±1.21 ) 등 이었다.

3.3 신체억제에 한 식과 태도  상 계

연구 상자의 신체억제에 한 인식과 태도의 상

계는 통계 으로 유의한 순상 계(r=.31, p<.001)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Variables

Attitudes regarding use of

restraints

r(p)

Perceptions of physical

restraints use
.31(<.001)

<Table 4> Correlations among Perceptions, Attitudes

of Physical Restraints Use     (N=153)

3.4 상  반적 특 에 따  신체억제에 

한 식과 태도 

3.4.1 상  반적 특 에 따  신체억제에 

한 식

상자 의 일반 특성에 따른 신체억제에 한 인식

의 차이는 <Table 5>와 같다. 신체억제에 한 인식은

연령, 학력, 근무경력, 근무형태, 근무시간, 신체억제 교육

의 필요성, 신체억제의 인권 배 여부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4.2 상  특 에 따  신체억제에 한 태도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신체억제에 한 태도

의 차이는 <Table 5>와 같다.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신체억제에 한 태도는 근무경력과 신체억제의 인

권 배 여부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상으로 신체억제에 한 인식 태도를 악하 다.

본 연구에서 연구 상자의 신체억제에 한 인식 정

도는 2.83 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Kim[12]의 연구

에서 나타난 2.95 보다는 약간 낮았다. 연구도구가 달

라 비교하기는 곤란하나 Kim과 Oh[14]의 연구에서도 5

만 에 3.32 으로 본 연구에서 신체억제에 한 인

식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Kim[12], Kim과 Oh[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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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에서는 간호 문지식을 가진 간호사를 포함한

여러 종사자를 상으로 하 고 본 연구에서는 요양보호

사만을 상으로 하 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요양보호사

는 일정기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자

격을 취득하므로[17] 노인 요양시설에서는 요양보호사들

에게 신체 억제에 한 인식정도를 높이는 좀 더 체계

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신체억제에 한 인식

정도를 문항별로 분석하 을 때, ‘행동을 안정시키기

하여 향정신약을 과잉으로 복용시킨다.’가 신체억제 인식

으로 가장 수가 높았다. 같은 도구를 사용한 Kim[12]

의 연구에서도 이 항목이 인식정도가 가장 높았다. 약물

사용은 일종의 화학 억제로 약물부작용 한 배제할

수 없다[14]고 하 는데 본 연구 상자들도 이를 신체억

제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약물복용보다는 신체억제의

안 방법에 한 지속 인 교육이 요구된다. 그 다음 순

로 ‘배회하지 않도록 휠체어나 의자, 침 에 몸이나 사지

를 끈 등으로 묶는다.‘라는 문항과, ‘타인에게 폐를 끼치

는 행 를 막기 해 침 등에 몸이나 사지를 끈 등으로

묶는다.’의 문항이 높았다. Kim[12]의 연구에서도 이 항

목이 같은 순 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요양시설의 주 돌

상자가 치매환자여서 배회문제와 공격행동으로 인

해 신체억제가 발생하는[18] 부분이기도 하지만 본 연구

상자들은 이를 신체억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본

연구에서 난간설치나 벙어리형 장갑 사용 등의 간

신체억제 방법에 해서는 인식 정도가 낮게 나타나, 향

후 신체억제와 련된 교육내용과 신체억제 안방법에

해 구체 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 다.

본 연구에서 상자의 신체억제 한 태도 정도는 5

만 에 3.56 으로 약간 높은 수를 보 다. 동일한 도

구를 사용한 Kim과 Oh[14]의 연구에서는 평균 수를 제

시하지 않아 평균 수로는 비교할 수 없으나, 신체억제

에 한 태도를문항별로 볼 때, ‘억제 를 용한환자에

게 환자를 해서 신체억제를 용했다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 요하다.’라는 문항이 본연구와 같이가장 높

<Table 5> The comparison of Perceptions, Attitudes about Physical Restraints amo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153)

Variables Category
Perceptions of physical restraints use Attitudes regarding use of restraints

M±SD t/F p M±SD t/F p

Gender
Male 3.17±1.08

1.38 .169
3.59±0.58

0.18 .858
Female 2.81±0.78 3.56±0.43

Age(years)
< 50 3.08±0.73

4.28 <.001
3.59±0.45

0.79 .429
≥ 50 2.56±0.79 3.53±0.42

Education level
Middle·High school 2.62±0.69

4.90 <.001
3.51±0.43

1.78 .077
College over 3.25±0.85 3.65±0.42

Religion
Yes 2.86±0.79

0.53 .595
3.58±0.38

0.74 .461
No 2.78±0.84 3.52±0.53

Marital status

Married 2.86±0.83

0.81 .420

3.56±0.41

0.02 .987Unmarried, Divorce,

etc
2.70±0.62 3.57±0.56

Duration of

working(years)

< 1 2.4±10.80a

8.91
<.001

a,b<c*

3.39±0.53

7.99
<.001

a, b<c*
≤ 1 - < 5 2.75±0.80b 3.50±0.42

≥ 5 3.25±0.66c 3.78±0.31

Working pattern
Permanent 3.02±0.75

3.99 <.001
3.59±0.42

0.90 .370
Contingent 2.50±0.79 3.52±0.45

Working hours

< 40 2.55±0.47a

6.90
.001

a, c<b*

3.45±0.12

1.83 .16540 2.97±0.75b 3.61±0.41

>40 2.42±0.87c 3.45±0.51

Experiences of

restraint education

Yes 2.89±0.80
1.92 .057

3.57±0.44
0.72 .472

No 2.55±0.77 3.50±0.36

The need related

education body

restraints

Need 2.8±70.80
2.15 .033

3.57±0.44
0.61 .545

No need 2.16±0.78 3.46±0.38

Whether violations of

human rights body

restraints

Violation 3.0±80.77
4.43 <.001

3.71±0.39
4.77 <.001

Not violation 2.52±0.76 3.39±0.43

*Post hoc: Scheffe .́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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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났다. 이는 장기요양시설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을 상으로 한 결과[15]와도 유사한 것으로, 요양보호

사 뿐만 아니라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신체억

제와 련하여 환자에게 신체억제 용에 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억제 사용과 련된 지

침이나 규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문항이었다. 노인요양시

설에 근무하는 간호제공자들의 억제 용 경험에 한

연구[6]에 따르면, 신체억제 사용에 한 로토콜의 부

재를 지 하 는데 본 연구에서도 신체억제 사용에 한

로토콜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따라서 억제 사용과

련된 지침이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마련해야 할 것이

고, 지침이나 규정이 있다면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반면, 신체억제에 한 태도 낮은 수의 문항들을

볼 때, 본 연구의 상자들은 신체억제 환자를 보살필 때

편안함을 느끼지 못했으며, 억제 용이 환자를 처벌

하는 행 는 아니며, 노인 시설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

에 억제 를 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태도를 지니는 것

으로 나타났다. Kim과 Oh[14]의 연구에서도 낮은 수의

문항은 ‘억제 는 환자를 처벌하는 하나의 형태이다.’, ‘억

제 를 사용하는 주요 이유는 노인시설의 인력이 부족하

기 때문이다.’, ‘억제된 환자를 돌보는 것이 편안하다고

느낀다.’ 로 순 는 약간 다르지만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

는 연구 상자들이 신체 억제 를 최선의 선택으로 치료

인 목 을 가지고 용하고 있다는 신체억제에 한

태도를 반 하고는 있지만, 신체억제 자체에 해 편안

하게 느끼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본 연구에서 신

체억제에 한 태도 수가 신체 억제에 한 인식 수

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일부 반 한 것이라 보이며, Kim

과 Oh[14]의 연구에서 73%의 연구 상자가 환자에게 신

체 억제 를 용할 때 윤리 갈등을 느낀다는 보고로

미루어볼 때, 신체억제 시 부담감이나 윤리 갈등이

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신체억제에 한 태도

가 실제로 신체억제를 수행하는데 어떤 향을 주는지,

억제 수행 상의 윤리 갈등이 무엇인지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상자의 신체억제에 한 인식과 태도의 상 계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 신체억제에 한 인식과 태도의

상 계를 보고한 연구가 없어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인

식의 결과로 인식주체가 객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

가능하다[19]는 보고는 노인의 수발을 담당하는 사람의

지식이 높을수록 태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

[20,21]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보여, 본 연구 결과로 신체

억제에 한 인식과 태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

다고 본다.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신체억제에 한 인식

은 연령, 학력, 근무경력, 근무 형태, 근무시간, 교육의 필

요성 여부, 신체억제의 인권 배 여부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 다. 본 연구결과는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

수록,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신체억제에 한 인식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12]와 유사하 으며, 연령이

많거나 학력이 낮으며, 근무경력이 은 사람들을 상

으로 더욱 집 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

러나 Kim과 Oh[14]의 연구에서는 연령, 학력, 근무경력

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한 반복연구

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근무형태 정규직이, 근무시

간에서는 주당 40시간 일 때 신체억제에 한 인식도가

높았다. 노인요양시설에 따라 업무형태와 조직체계가 다

르기 때문에 근무형태나 근무시간을 비교하기가 곤란하

나 정규직과 주당 40시간 이내 근무할 때 는 업무량이

을 때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도가 높았다는 연구결과

[22,23]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질은 안정 인 환경에서

한 교육과 훈련을 받을 때 높았다[5,18]는 보고는 본

연구에서 정규직과 주당 40시간 일 때 신체억제에 한

인식이 높았다는 것을 뒷받침해 다. 신체 억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한 군이 신체억제에 한 인식이 높았는데

본 연구 상자의 96%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

은 신체억제와 련된 교육의 필요성에 한 요구를 반

하고 있다. 이는 신체억제와 련하여 요양보호사에게

교육의 필요성이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14]의 결과와

도 유사하다. 신체억제가 인권에 배된다고 생각하는

군이 신체억제에 한 인식이 높았다. 이는 신체억제를

최소화하여 상자의 자율성을 최 화 하려는 유럽 간호

사의 신체억제 사용에 한 인식[24]과 유사하다. 우리나

라는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안 리 지침[10]을 통

해 시설노인의 인권보호를 한 교육이 시행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본 연구 상자의 일부는 신체억제가 인권

보호에 배된다는 것을 제 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요양보호사를 한 교육 시 억제 사용과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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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인권 교육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신체억제에 한 태도는 근무경력과 신

체억제의 인권 배 여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일

반 특성과 신체억제에 한 태도에 해 보고된 연구

가 없어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본 연구에서는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신체억제에 한 교육의 기회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신체억제에 한 태도 수가 높았던 것으로 보

인다. 신체억제가 인권보호에 배된다고 한 군이 배

가 아니라고 한 군보다 신체억제에 한 태도 수가 높

아, 신체억제에 한 인식과 같은 맥락으로 신체억제와

련된 노인의 인권에 한 체계 인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신체억제가 용된 노인은 안 감을 갖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공포, 분노, 좌 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상실한 느낌, 감옥에 갇힌 느낌과 같은 부정 인 감정을

경험한다[25]고 하며. 간병 인력도 신체억제 용시 여러

가지 딜 마를 느낀다[26]고 한다. 그러므로 신체억제 시

윤리 지침에 한 재조명이 필요하다[27]고 하 는데

본 연구에서도 추후 이에 한 조명이 필요함을 제기한

다.

와 같이, 노인을 가장 가까이서 돌보는 요양보호사

의 신체억제에 한 인식과 태도는 매우 요하므로, 신

체억제와 련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갖도록 체계 인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2008년부터 노인요양시설 질

평가가 실시되면서 노인을 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그 질은 향상되었다[28,29]. 그러나 신체억제는 가족들의

거부감 는 법 문제 등의 부담감이 있지만 신체억제

외에는 다른 안이 없을 때 어쩔 수 없이사용하고 있지

만, 반드시 기록화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나 표 지침

이 없는 요양시설이 많아, 이를 기록으로 남기고 최소의

범 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

다[12]. 따라서 요양시설 노인의 안 리[30]와 더불어

신체억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 마련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27], 향후 체계 인 교육을 해서는 표 화된

교육 로그램의 로토콜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일 지역에 치한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

양보호사를 상으로 임의 표집 하 으므로 본 연구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 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신

체억제를 효과 으로 감소시키기 해서는 교육이 필요

함을 제시해 주었다. 한 본 연구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신체억제 사용을 효과 으

로 이기 한 체계 인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 신체억

제에 한 지침을 만드는데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고 본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신체억제에 한 인식과 태도를 악하여 신체억제의 지

침과 효율 안마련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하

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 상자의 신체억제에 한

인식 정도와 신체억제에 한 태도는 보통 수 이었으며,

신체억제에 한 인식과 태도의 계는 통계 으로 유의

한 순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억제에

한 인식은 연령, 학력, 근무경력, 근무형태, 근무시간, 신

체억제 교육의 필요성, 신체억제의 인권 배 여부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신체억제에 한 태

도는 근무경력과 신체억제의 인권 배 여부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신체억

제 용과 련한 규정이나 지침이 잘 갖추어지지 않아,

요양보호사들이 신체억제 용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상

이하게 용할 수 있어 이에 한 질 리의 필요성을 시

사해 주고 있다. 한 신체억제에 한 태도에서 연구

상자들은 억제를 용한 환자에게 억제를 했다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을 요하게 여겼으며, 억제된 환자를 돌

보는 것을 더 편하게 느끼지는 않는다고 하여, 요양시설

에 근무하는 다수의 요양보호사들이 환자에게 신체억

제 용에 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논의를 토 로 다음과 같이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요양보호사의 신체억제에 한 인식

과 태도를 악하는 질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한 의무교육 신체억제와 련된

체계 인 융복합 인 교육 로그램 개발이나 로토콜

개발 시 신체억제에 한 인식과 태도에 향을 주는 일

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신체억제에

한 인식이나 태도가 실제로 신체억제를 수행하는데 어

떤 향을 주는지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강제

신체 억제 용 처치와 련된 윤리지침에 한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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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 다섯째, 신체억제에 한 지침이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체계 인 교육을 한 국가의

제도 지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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