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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관계적 공격성 완화를 위한 차문화치료 융합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P시 소재 노인주간
보호센터를 이용하는 70세 이상의 여성노인들 1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노인의 관계적 공격성 완화를 위한 차문화치
료 융합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결과로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과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
점수는 사전검사 평균보다 사후검사 평균에서 0.21 낮아져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의 주도적 관계적 공
격성은 프로그램 참여 전보다 감소 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노인
의 관계적 공격성 완화를 위한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노인주간보호센터, 관계적 공격성, 차문화치료, 융합프로그램, 여성노인

Abstract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tea culture treatment program to mitigate the relative
aggressiveness, the research will target 10 women aged 70 or older who use the P City-based Senior
Citizens' Day Care Center to apply the tea culture treatment program to alleviate the relative
aggressiveness of the elderly and examine its effec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score of reactive
relational aggressiveness and leading relational aggression is 0.21 lower than the pre-exam average,
indicating that the leading relational aggression of the elderly who participated in the tea culture
therapy program is reduced than before the program.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practical
suggestions were made for alleviating aggression among senior citizens using the Center for the Elderly.
Key Words : Senior Citizen's Day Care Center, Relational Aggressive, Tea Culture Treatment,
Convergence Program, Women's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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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은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비롯한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참
여 활동의 장으로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개인과 타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관계’는 모

곳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노인 이용 기관은 노인들의 집

든 세대의 다양한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부모

단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관계적 공격성 또한 발

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연인이나 직장 동료 또는 집단

생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노인이용기관을 이용하는 노

과의 관계로 범위가 확장되면서 관심 영역 또한 변화되

인들은 대부분 자의든 타의든 그들 간 끊임없이 관계를

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관계적 공격성에 관한 연구는 주

맺어야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되고, 그러한 공간이 노인복

로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1] 점차 성인

지관이기 때문이다. 반면 기관 내 밀접하게 관련된 사람

으로 갈수록 학습의 영향으로 타인을 공격하는 행동이

들 즉, 종사자들과 노인들 사이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임을 인지하게 되면서 외현적

지하며 긍정의 관계를 맺는 치유의 장소도 될 수 있으므

공격행동이 줄어들고[2] 관계적 공격행동이 증가하게 되

로 이곳은 매우 중요한 물리적 공간이기도 하다.

는 연구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즉, 관계적 공격성은

한국사회는 세계에서 유래없는 고령화로 인하여 다양

관계손상을 목적으로 사회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특정인

한 사회문제와 노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고령사회로

을 배제시키거나, 악의적 소문을 퍼뜨려 집단 내에서 다

인해 반드시 수반되는 사회적 문제는 치매, 중풍 등 노인

른 사람들의 사회적인 위치나 평판을 해치려는 비신체적

성 질환을 가진 노인 인구의 증가로 수발 부담이 사회적

공격성을 의미한다[3]

으로 크게 늘어난다는 것이다. 사회의 핵가족화, 여성의

노인들은 생애발달의 이전 단계보다 인지능력이 떨어

사회적 경제적 활동 참여 증가에 따라 부양과 요양을 필

진 가운데, 지난 2015년 7월, 상주에서 할머니들끼리 푼

요로 하는 노인들에 대한 돌봄(care)이 사회적인 문제로

돈내기를 건 화투놀이에서 갈등이 상대방에게 ‘농약 사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에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들에

다'를 건넨 사건에서처럼 감정적으로 극단적인 결과를 만

대한 수발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종래 가족의

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노

책임으로만 인식되던 노인에 대한 부양문제가 더 이상

인들 간의 관계적 공격성은 피해 당사자의 상처의 정도

개인이나 가정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국가적 책무로 강

가 심하며, 이러한 상처는 역으로 자신을 괴롭혔던 노인

조되고 있다.

을 대상으로 상해를 입히는 방법을 택하거나, 상대방에게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정부는 노인장

보복을 가하고자 하는 1차원적 욕구 속에서 행동까지 동

기요양보험 제도를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

반될 경우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4]. 노

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돌봄 대상노인에게 직접적인 요양

인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활동하는 노인 이용시설과 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

관에서 노인들이 관계상의 어려움을 토로하게 되면 다른

행과 함께 시작된 노인주야간보호 제도이다. 이러한 노인

노인들과의 관계 형성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뿐

장기요양 제도의 노인주간보호센터이다. 노인주간보호센

만 아니라, 기관을 이용하는 다른 노인과의 갈등을 증가

터에서는 일정과정의 교육을 받은 종사자들이 노인들에

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며[5] 이러한 현상으로

게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 등은

인하여 기관을 이용하는 노인이 동거동락하는 동료 노인

긍정적인 측면이라 평가하였다[6].

을 괴롭히는 ‘관계적 공격성’이라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거동이 가능한 노인들이 대부분의

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노인 이용 기관의 집단적 활동

시간을 보내고 관계적 공격성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할

은 앞서 언급한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과 같은 맥락에서

가능성이 있는 노인 이용기관인 노인재가센터를 이용하

볼 때, 노인 이용 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관계적 공격성

고 있는 노인들에게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을 통하여 관계

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이고 적합한 개입을 요구된다고

적 공격성을 완화하여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긍정적인

볼 수 있다.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관계적 공격성이 일어나는 곳은 다양하나, 노인들이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 관계적 공격성 완화를 위한 차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다름 아닌 노인복지관을

문화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

포함한 노인이용기관이며, 공식적인 사회적 활동이 없는

다. 향후 전문적이고 노인의 다양한 관계적 공격성을 완

경우에도 그들의 대인관계를 비롯한 사회관계가 이뤄지

화하기 위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탐색

는 대표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노인이용기관

연구의 바탕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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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주간보호센터의 특성
주간보호센터는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보호 및 일시 보
호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주간보호사업은 “부득이한 사
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을 낮 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
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
한 사업”을 뜻한다(노인복지법 제38). 주간보호센터의 목
적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
의 생활안정과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
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 및 경감을 위함이다[7]. 그리고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에게 안전
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과 가족을 대신해 일상
생활 지원 및 급식 등의 요양서비스를 일 14시간 이하
(12시간 이상 수가) 동안에 제공되며, 가족에게는 부양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노인과 가족이 함께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장기요양기
관 중의 하나이다[8]. 이러한 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대상
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5등급 또는 인지지원 등급)
로서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
용자로부터 이용 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
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로 정의한다[8].
그리고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서비스 내용으로는 첫째,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로 일상생활지원(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
비스)과 일상동작훈련(이동, 체위변경, 기능훈련)으로 구
분된다. 둘째, 급식 및 목욕서비스 등은 몸청결, 머리감
기, 얼굴씻기, 손씻기, 구강관리,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배설, 식사도움 등이다.
주간보호서비스 프로그램으로는 센터를 이용하는 노인
들을 각종 기능회복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일상생활을 수
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없
도록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의 범위에
는 급식서비스, 여가생활서비스, 이용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등의 기능회복, 의료보
건, 임상치료 및 복리후생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
한 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노인은 일상생활을 함께 보내
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러한 생활속에서 관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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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기제가 나타나는 유사기관을 연구한 바가 있다
[9]. 부정적인 기제로는 여러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
는 기관에서 노인 간의 관계적 공격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노인의 관계적 공격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2 노인의 관계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의 정의를 Crick 등(1995)[3]의 연구에
서는 공격성을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으로 나누
어 설명하였는데, 신체적이며 언어적 폭력을 직접 행하는
것을 외현적 공격성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은밀하고 간접
적 형태로 피해를 주는 행동 및 언어의 사용과 같은 형태
를 관계적 공격성이라고 하였다.
관계적 공격성은 다양한 연령대와 환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로서, 대인관계 단짝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학교의 청소년들에게서도 발생하고, 회사조직의 동료 관
계에서도 일어나며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 군인들, 특히
복지관 이용노인에게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문제
시되고 있다. 관계적 공격성의 특성은 잘 알려지지 않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붕괴시키며, 입씨름, 모욕, 파벌 등으
로 위협하고, 거짓말, 무시하기, 험담하기, 친구관계 조작
하기, 소문 퍼뜨리기, 집단에서 제외시키기, 음모꾸미기
등 간접적으로 사회적 외로움을 느끼도록 하는 전략이
내포되어있다[10,11].
이는 간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특정한 가해자를 찾아
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집단
내에서 자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영역 다툼의 성격이 강
하며 이러한 행동들은 종사자 혹은 연구자의 확인이 어려운
직접적인 방법인 집단에서의 배제, 공공연한 따돌림 등으로
표현되는 바로미터의 현상이기에 된다[12]. 이렇듯 간접적
으로 발생하는 관계적 공격성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이는데[13] 특히 이전에 수많은 경험을 한 기관
이용 노인은 나이를 먹을수록 복잡한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
킬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갖게 되어 공격적 행동에 대한 자
신의 위험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함으로써
간접적인 공격성을 드러낸다[14]. 이는 결국, 노인주간보호
센터를 비롯한 노인 이용기관시설에서 노인 사이 비롯되는
부정적 관계인 관계적 공격성으로 표출되는 중요한 요인으
로 작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차문화치료 융합프로그램을 통한 노인
의 관계적 공격성 완화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고자 한다.
관계적 공격성으로 노인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통해 보
다 안정된 노인주간보호센터 내 관계망 형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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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차문화치료 관계적 공격성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
<Table 1> Tea Culture Treatment for Relational Aggressive Mitigation Program
Session

Activity

Contents

Preparation materials

-Purpose and content information of activity
-Having tea together
-Education for understanding between the couple
-Education about how to better communicate
and about theimportance of marital relationship
-Sharing feelings about the activity

name tags, pens tea, tools of
teaceremony,
teaconfectionary

-Drinking tea
-The origin of tea, the efficacy of tea,
Experience the type of healthy tea
-Share your thoughts, meditate and finish

name tags, penstea, tools of
teaceremony,
teaconfectionary

-Tea drinking, gymnastics, tea-meddling
-To meditate through a car, to become a car and exerciset
-Share your thoughts, meditate and finish

name tags, penstea, tools of
teaceremony,
teaconfectionary

1

Knowing about eacho
ther’ thoughts
Education for
understanding between the
couple

2

Tea story

3

Gymnastics, tea
-Meddling

4

Listening, empathizing, happy
Story

-Tea drinking, gymnastics, tea-meddling
-To reminisce about happy events and to listen carefully and
sympathize with each other through tea ceremony experience
-Share your thoughts, meditate and finish

name tags, penstea, tools of
teaceremony,
teaconfectionary

5

Exposing anger through past
burns

-Tea drinking, gymnastics, tea-meddling
-Expressing anger with past recollection arrangement
-Share your thoughts, meditate and finish

name tags, penstea, tools of
teaceremony,
teaconfectionary

6

To forgive someone who has
been hurt.

-Tea drinking, gymnastics, tea-meddling
-To face and express a wounded person on an empty table
arrangement
-Share your thoughts, meditate and finish

name tags, penstea, tools of
teaceremony,
teaconfectionary

7

To seek forgiveness fro the
person who has hurt you

-Tea drinking, gymnastics, tea-meddling
-To face and express a wounded person on an empty car table
arrangement
-Share your thoughts, meditate and finish

name tags, penstea, tools of
teaceremony,
teaconfectionary

8

Tea Gratitude
Wrapping up with a letter

-Tea drinking, gymnastics, tea-meddling
-Gather together to write a thank-you letter in tea arrangement
-Share your thoughts, meditate and finish

name tags, pens

3. 연구방법

Marsee 등(2004)[15]의 또래갈등척도는 총 40개 문항,
4개 차원(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들에게 관계적 공격성 완화를

반응적 외현적 공격성, 주도적 외현적 공격성)으로 구성

위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인들의 삶의 만

되어 있는데, 본 연구의 관심사는 관계적 공격성이기 때

족도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며, 향후 노

문에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차원 10문항과 ‘주도적 관계

인들의 다양한 관계적 공격성 완화를 돕는 전문적인 차

적 공격성’ 차원 10문항의 총 20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

문화치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의 바탕을

다.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은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다.

때 그 사건이나 문제에 반응하여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본 연구는 P시 소재 S노인복지관 부설 노인주간보호

것을 말하며,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은 어떤 사건이나 문

센터를 이용하는 70세 이상의 여성노인들에게 프로그램

제에 대한 반응이라기보다는 관계적 공격성의 성향을 보

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를 원하는 10명을 선정

여주는 차원이다. 본 척도는 4점 리커트 척도로 1점 “전

하여 연구대상으로 하고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을 실행하

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 “확실히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였으며, 그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참여 전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것

과 후 여성노인들의 관계적 공격성 척도 점수에 유의한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관계적 공격성 척도의 신뢰도

차이가 나타났는지 분석하였다.

계수(Cronbach's alpha)는 .85로 나타났으며, 관계적

본 연구에서 사용한 관계적 공격성 척도는 Marsee,
Kimons, Frick(2004)[15]이 제작한 자기보고형 또래갈
등척도를 한영경(2008)[16]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공격성 척도의 하위영역별 문항은 <Table 2>와 같다.

차문화치료 융합프로그램을 통한 노인의 관계적 공격성 완화: 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 여성노인들을 대상으로
<Table 2> sub-domains of the relational gression
scale, Questions and Reliability
question
number

reliability

reactive relational 2, 4, 6, 8, 10, 12, 14,
aggression
16, 18, 20

10

.82

leading relational 1, 3, 5, 7, 9, 11, 13,
aggression
15, 17, 19

10

.89

20

.85

subdomain

item number

w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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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모수적 검정 방법이다.
관계적 공격성을 구성하는 각 하위영역별 점수를 비교
해 보면,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점수는 사전검사에서 평
균

2.36(SD

0.34)이었으며

사후검사에서는

평균

1.89(SD 0.08)로 0.47 낮아졌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5.308***, P=.000). 즉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의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은 프로그램 참여 전보다 완화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P시 소재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70
세 이상의 여성노인들 1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
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10명
전원이 여자였으며, 연령
은 71세가 2명, 72세가 4명, 73세가 1명, 75세가 1
명, 76세가 1명, 78세가 1명이었다. 학력은 4명이 고졸
미만이었으며 6명이 고졸 이상이었다. 종교는 불교가 4
명, 기독교가 2명, 천주교가 3명, 무교가 1명이었다. 연
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3>에 나타나 있다.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of
(N=10)
the Study
Characteristic

division

Frequency (%)

Gender

female

10 (100%)

age

an academic career

Religion

71
72
73
75
76
78
Less than high
shool graduates
high school
graduate and
above
Buddhism
Christianity
Catholic
have no religion

2
4
1
1
1
1

(20%)
(40%)
(10%)
(10%)
(10%)
(10%)

4 (40%)
6 (60%)
4
2
3
1

(40%)
(20%)
(30%)
(10%)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 점수는 사전검사에서 평균
1.87(SD 0.18)이었으며 사후검사에서는 평균 1.66(SD
0.08)으로 0.21 낮아졌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4.358**, P=.002). 즉 차문
화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의 주도적 관계적 공격
성은 프로그램 참여 전 보다 감소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관계적 공격성 사전 사후 결과
비교는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4> Relational aggressiveness of program
participants Comparison of pre- and
post-production results
(N=10)

relational
aggressi
on
Score

subdomain

Dictionary
M(SD)

Post
M(SD)

Z

P

reactive
relational
aggression

2.36(0.34)

1.89(0.08)

5.308***

.000

leading
relational
aggression

1.87 (0.18) 1.66(0.08)

4.358**

.002

5.037**

.001

whole

2.12 (0.26)

1.77
(0.07)

*p<.05 **p<.01 ***p<.001

5. 결론
본 연구는 관계적 공격성 완화를 위한 차문화치료 프

4.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결과
관계적 공격성 완화를 위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의 효
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 여공격성
척도 점수 이에 대한 윌콕슨 부호-서열검정(Wilcoxon
Matched-Pairs Signed-Ranks Test)을 실시하였다.
윌콕슨

부호-서열

검정(Wilcoxon

Matched-Pairs

Signed-Ranks Test)은 표본의 크기가 작아 모집단의
정규분포를 가정하기 어려워 모수적 방법의 적용이 불가

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P시 소재 노인주간
보호센터를 이용하는 70세 이상의 여성노인들 1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노
인을 대상으로 노인의 관계적 공격성 완화를 위한 차문
화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관계적 공격성 척도는 Marsee 등
(2004)의 또래갈등척도는 총 40개 문항, 4개 차원(반응
적 관계적 공격성,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 반응적 외현적
공격성, 주도적 외현적 공격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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