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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방문간호는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핵심사업으로서 지역사회 

중심 보건복지체계 구축을 목표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분야이다. 그런데 

방문간호사업의 핵심 인력인 방문간호사들이 가정방문 중에 폭력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 조직 차원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방문간호사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중 작업장 폭력 경험의 위험 요인과 결과를 확인하고, 

작업장 폭력 문제 관리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혼합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횡단적 조사연구로 S시 

자치구 보건소 소속 방문간호사 357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어 방문간호사 6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수집된 양적 자료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질적 자료는 내용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방문간호사로 근무한 전체 기간 동안 방문간호 대상자 및 

가족구성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는 75.8%, 최근 1년 

동안 폭력 경험이 있는 경우는 67.2%였다. 방문간호사가 가정방문 시 

맞닥뜨린 폭력의 특징은 대상자들이 불만과 분노를 언어적으로 표출하고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위험과 방문 이후에도 계속되는 괴롭힘을 겪고 있었다. 작업장 폭력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유형의 작업장 폭력 중 하나라도 경험이 있는 경우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변수는 연령(OR=0.91, 95% CI=0.86~0.95), 

고용형태(OR=2.95, 95% CI=1.10~7.88), 이전에 방문간호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 대상자에게 노출되었는지 여부(OR=3.76, 95% 

CI=1.97~7.15)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방문간호사의 작업장 폭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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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불안, 직무만족,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직장내 

안전관리체계의 사후관리적 측면 또한 우울, 불안, 직무만족,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방문간호사들은 폭력 경험 

이후 두려움이 배가되고, 부정적 정서가 확장되며, 방문 관련 서비스 

태도에 변화를 겪고 있었다. 폭력 문제 관리에 있어서 조직적인 관리가 

미진한 현실이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방문간호사가 개인적인 대응 

노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방문간호사의 가정방문 시 폭력 경험의 특성 및 

위험 요인을 파악하였고, 폭력 경험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폭력 문제에 대한 조직적 관리가 미흡한 실정과 

방문간호사들의 개인적인 대응 양상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기반으로 조직적인 관리 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근로자 건강 및 공공보건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아왔던 

방문간호사 인력을 대상으로 한 안전 문제를 다루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방문간호사의 작업장 폭력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 요 어 : 방문간호사, 작업장 폭력, 가정방문, 위험 요인, 안전관리 

학    번 : 201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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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간호사가 취약계층을 대

상으로 포괄적이고 대상자 중심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필수적인 사업 분야이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8). 최

근 정부에서도 ‘지역사회 중심 보건복지체계’를 국정과제로 제시하였으

며, 이에 발맞추어 의료계에서도 지역기반 통합적 건강 돌봄 인프라 구

축을 위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김희걸, 2018). 이에 따라 향

후 우리나라에서 방문간호 서비스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방문간호는 맞춤형 건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므로 지역사회 간

호사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강력한 간호 수단 중의 하나로 꼽힌다. 그러

나 역설적이게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정방문은 일반적인 

근로 상황에 비해 근로자의 안전에 결정적인 차이를 초래한다(Barling, 

Rogers, & Kelloway, 2001). 대상자의 가정은 조직의 보호 범위를 벗

어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전국 보건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 전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방문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작업장 폭력을 한 번 이상 경험

한 대상자는 응답자의 70.6%로 나타났다(이인숙, 이광옥, 강희선과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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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환, 2012). 이 연구에서 조사된 작업장 폭력의 유형 중 가장 많은 것

은 언어적 폭력이었으며, 신체적 위협, 성적 폭력, 신체적 폭력 순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폭력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서 해결되지 못한 건강

관리 서비스 요구도가 높은 재가 만성질환자 및 점차 인구집단 내 비중

이 증가하고 있는 노인에 초점을 둔 방문간호는 공공보건서비스의 핵심

사업이다(이인숙 등, 2003). 따라서 확대되고 있는 지역사회 방문간호 

수요에 발맞추어 양질의 간호 인력을 적절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방문

간호사에 대한 보호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내 방문간호사의 작업장 폭력 문제 연구

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보건의료 분야의 작업장 폭

력 문제가 일찍이 대두되어, 국가나 주 정부 차원의 작업장 폭력 방지 

매뉴얼이 개발되고(EPSU et al., 2010; ICN, 2007; OSHA, 2016a), 의료

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작업장 폭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영역에서 발생

하는 작업장 폭력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지원이 

지속되고 있다(Barling et al., 2001; Hutchings et al., 2010; Lundrigan 

et al., 2010; McPhaul et al., 2010; McPhaul, 2005). 그러나 국내에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작업장 폭력 연구는 주로 병원 간호사를 중심으로 

수행되었고(김숙영, 안혜영과 김현숙, 2008; 김태숙과 김종임, 2004; 남

경동 등, 2005; 박은영, 서지민, 주현옥과 이은남, 2007; 박은옥 등, 

2001; 박은옥과 김정희, 2011), 지역사회 분야에서 방문간호사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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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인숙 등(2012)의 연구에서는 방문건

강관리 인력의 작업장 폭력 경험 실태와 대처 형태를 살펴보고 폭력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나, 방문간호사의 작업장 폭력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결과에 대하여 살펴보지는 못하였다. 손정

연(2017)의 연구에서는 유사한 내용의 설문조사 외에도 포커스 그룹 인

터뷰를 통해 안전에 대한 인식 및 조직적 차원의 대책 마련에 대한 방문 

인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

범사업의 인력에만 한정되었으며 전체 참여자 15명 중 방문간호사는 3

명에 불과하여 방문간호사의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었으며, 

여전히 작업장 폭력의 위험 요인과 결과에 대한 탐색은 이루어지지 않았

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방문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작업장 폭력 연구는 그 

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실태조사 정도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

정이다. 향후 방문간호사의 작업장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

기 위해서는 위험 요인 및 결과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방문간호사의 입장을 고려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좀 더 실제

적인 방문간호사의 작업장 폭력 문제의 현황과 경험 실태를 파악하고, 

조직적 대책 마련에 대한 방문간호사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를 통해 보건소 방문간호사를 대상으

로 하여 작업장 폭력 경험의 위험 요인과 폭력 경험에 따른 결과, 폭력 

관리 실태를 총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방문간호사에 대한 포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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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그룹 인터뷰를 병행함으로써, 보건소 방문간호사의 작업장 폭력 경험

을 좀 더 심층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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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방문간호사들이 가정방문 시 경험한 작업장 폭력 경

험을 규명하는 데 있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연구목적 1. 방문간호사의 작업장 폭력 경험을 탐색한다.  

연구목적 2. 방문간호사의 작업장 폭력 경험의 위험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목적 3. 방문간호사의 작업장 폭력 관리의 실태를 파악한다. 

연구목적 4. 방문간호사의 작업장 폭력 경험으로 인한 결과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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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방문간호사  

방문간호사란 지역사회의 대상자를 방문하여 공중보건서비스 및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개 시 소속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를 의미한다. 

 

2) 작업장 폭력 경험(workplace violence experience) 

작업장 폭력이란 직장에서 근무 중인 사람에 대하여 발생한 모든 

형태의 폭력이다(CDC/NIOSH, 2001). 본 연구에서 작업장 폭력 

경험이란 아이오와대학교 상해예방연구센터(University of Iowa Injury 

Prevention Research Center, UIIPRC)에서 분류한 작업장 폭력의 유형 

중 가해자가 고객이나 환자와 같은 경우(Type Ⅱ)로서 (UIIPRC, 2001), 

방문간호사가 가정방문과 관련하여 가정방문 대상자 및 

가족구성원으로부터 겪게 된 폭력 경험을 의미한다. 한국형 작업장 폭력 

평가도구(Korean Workplace Violence Scale: K-WVS)의 ‘폭력에의 

노출 및 경험 평가’로 측정한 점수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작업장 폭력 

경험이 많음을 의미한다.  

 

3) 작업장 위험 요인(workplace risk factors) 

작업장 위험 요인이란 업무와 관련하여 작업장 폭력에 대한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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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을 말한다(OSHA, 2002a). 본 연구에서 

작업장 위험 요인이란 가정방문 대상자 거주지 위험 수준, 1인 근무, 

고위험 대상자 대면 업무를 말한다.   

 

4) 직장내 안전관리 체계(safety management system)  

직장내 안전관리 체계란 주요 사고 예방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위한 조직 구조, 책임, 실행, 절차, 프로세스 및 자원을 포함하는 

것이다(Mitchison & Papadakis, 1999). 본 연구에서 직장내 안전관리 

체계란 한국형 작업장 폭력 평가도구(Korean Workplace Violence 

Scale: K-WVS)의 ‘조직의 폭력보호체계’ 요인으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장내 안전관리 체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5) 우울(depression)  

우울이란, 우려, 침울감, 무력감, 무가치함을 포함하는 정상에서 

병적인 상태까지 연속선상에 있는 기분장애이다(Battle, 1978). 본 

연구에서 우울은 Spitzer 등(1999)이 일차건강관리센터에서 정신건강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PHQ)-9을 안제용 

등(2013)이 번안하여 한국판으로 개발한 도구에서 자살 사고 1문항을 

제외한 PHQ-8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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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불안(anxiety) 

불안이란 흥분 유발에 의한 긴장, 우려, 초조 및 걱정의 주관적인 

상태로 자율신경계의 활동을 고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Spielberger, 

1983). 본 연구에서 불안은 Spitzer 등(2006)이 개발하여 배포한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GAD)-7의 한국어 버전으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7) 직무 만족(job satisfaction)  

직무 만족이란 직무 조건 또는 직무 수행에 따르는 결과에 대한 개인적 

평가이다(Schneider & Snyder, 1975). 본 연구에서 직무 만족은 

Pejtersen 등(2009)이 개발한 Copenhagen Psyco-social 

Questionnaire version II (COPSOQ Ⅱ)를 전경자와 최은숙(2013)이 

수정 및 보완한 한국어판 코펜하겐 사회심리적 업무환경 

측정도구(COPSOQ-K)의 직무 만족 요인으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만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8) 이직 의도(turnover intention)  

이직 의도란 직무불만족에 대한 반응으로 현 직장에서 타 직장으로 

옮기려는 의도 또는 타 직종으로 전환하려는 성향을 말한다(Lawler, 

1983). 본 연구에서 이직 의도란, Lawler (1983)가 개발하고 박현숙 

(2002)이 번안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이직 

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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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 고찰 
 

 

1. 방문간호  
 

우리나라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에 명시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민건강증진에 대한 책임,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명

시된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보건의료기본법 제31조에 명시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 시행에 대한 의무, 그리고 공공보

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명시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에 근거하

여 시행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사업 중의 하나이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9).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제공되며 건강형평성 제

고와 건강수명 연장을 비전으로 하고, 취약계층의 건강 인식 제고,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그리고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에 그 목적을 두고 있

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9).  

1990년에 일부 지방자치 단체에서 보건소를 통하여 방문보건사업을 

부분적으로 시행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1995년에 지역보건법에 보건

소 방문보건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1999년과 2000년에는 공공

근로사업의 일환으로 노인 및 저소득층 등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였고, 2001년부터 방문보건

사업 표준 지침을 개발하여 전국 보건소 정규 인력을 통해 방문보건사업

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2007년에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으로 전문 인력 2,000명을 추가 투입하면서 예방 중심 공공보건의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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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그 이듬해에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재가암환자관리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통합

하여 운영하였다. 2013년부터는 개별 사업이었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되어 13개 분야 중 하나로 

운영되었으나, 2018년 1월부터 다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부

터 별도의 예산사업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배현지와 김진현, 

2015;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9).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의 대상자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이용이 어

려운 건강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 7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를 중심으로 한다. 건강취약계층은 경제적 기준으로는 기초생활수급

자나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하위 20% 등이 기준이 되고, 사회적 기준으

로는 북한이탈주민, 지역아동센터 빈곤아동, 청소년 쉼터 또는 미인가 

시설 거주자,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이 해당된다. 문화적으로는 다문화가

족 등이 대상이 되고, 그 외 독거 노인, 한부모가족, 조손 가족, 장애인 

가족, 암 및 정신질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대상자 선정 

시 우선순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순위, 차상위 계층이 2순위로 경

제적으로 취약한 대상자를 최우선적으로 선정하며, 3순위는 1순위와 2순

위에 해당되지 않는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등이고, 4순위

는 지역아동센터, 미인가시설, 보건소 내외 의뢰자 등이다. 특히 우선순

위 기준 적용 대상자 중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75세 이상 노인부부세

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방문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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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업의 대상자에서는 제외된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8).  

서비스 대상자의 발굴은 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자 중 검진사후관

리 동의자의 검진결과 정보를 연계하거나, 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주민 

센터 등에서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대상자로 의뢰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다. 이 중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로 등록⋅관리하는 것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여 보건소 내 간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건강문

제를 스크리닝 한 후, 건강관리군을 구분하여 각 군 별 건강관리계획에 

따라 적절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은 주로 건강행태개선, 만성질환 관리, 생애주기별 건강문제 관리, 장애

인 재활 관리 등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보건소 내⋅외 자원을 연

계하는 것이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9).  

방문건강관리 업무 매뉴얼 상 방문 횟수는 대상자 별로 집중관리군이 

3개월 이내 8회 이상, 정기관리군은 3개월마다 1회 이상, 자기역량지원

군은 6개월마다 1회 이상이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9). 실제 방문전

담간호사의 업무량은 1인당 1일 방문 횟수가 7~17회, 연간 관리 가구 

수는 420~2,334가구로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배현지와 

김진현, 2015).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의 운영은 보건소 내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과위

생사 등 전문 인력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인력 자격은 의사, 한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의 팀을 구성하

도록 되어 있는데(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8), 실제로 방문 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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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주요 직종은 대부분 간호사이다(송미숙, 2009). 전국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 인력 조사 자료에 따르면(김희걸, 2018), 2018년 6월 기준 전

체 방문건강관리 인력 중 간호사의 비율은 95.4%에 이르고 있다.  

한편, 2015년 서울특별시에서는 동주민센터의 공무원들이 지역현장으

로 찾아가 보건복지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정책으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찾동)’ 사업이 출범하였다. 찾동 사업은 동 단위의 행정기관에 

방문간호사를 배치하여 복지와 보건을 결합한 기능을 부여한 사업으로서,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서울’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18a, 2019a; 황금용, 2017). 2015년 7월 1일 13개 자치구 80개 동주

민센터를 대상으로 1단계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16년 7월 1일부터 18

개 자치구 283개 동에서 2단계 사업을, 2017년 7월 1일 24개구 342개

동에서 3단계 사업을, 2018년 7월 1일 408개동에서 4단계 사업을 시행

하였고, 2019년 7월 18일부터 25개구 424개 전 동에서 실시 중이다(서

울특별시, 2018a, 2018b, 2019b). 세부 사업 영역 중 ‘주민을 찾아가는 

복지⋅건강’ 영역은 방문간호사(동 방문간호사)와 사회복지 직군(복지플래

너)이 함께 수행하는 사업으로, 이전의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취약 

계층에 대한 선별적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하였다면 찾동 사업은 보편

적 권리로서의 서비스 제공을 시행하고자 한다.  

동 방문간호사의 역할은 65세 이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학과 

보건학 지식을 바탕으로 건강 스크리닝, 건강관리 상담과 교육 및 필요

한 자원을 연계하는 간호 실무를 제공하는 것이다. 서비스 제공 흐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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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유사하다(서울특별시, 2019a). 현재 서울

특별시에서는 찾동의 방문간호과 기존의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의 방문간

호를 통합한 모델로의 전환을 꾀하기 위하여, 통합건강증진사업 하의 방

문간호사의 근무지를 동 주민센터로 이관하고 각기 다른 방문간호사의 

직무를 통합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2. 작업장 폭력  
 

1) 작업장 폭력의 개념  

미국 산업안전보건청(The U.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과 미국 질병관리본부 국립 직업안전보건 연구소

(the 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DC/NIOSH)에서는 작업장 폭력을 

‘직장에서 발생한 또는 근무 중인 사람에 대한 폭력(신체적 폭행 및 폭

행 위협 포함)’으로 정의하고 있다(CDC/NIOSH, 2002; OSHA, 2002b).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ffice, ILO)에서는 작업장 폭력을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폭행, 위협, 피해, 상해 등과 같이 합리적인 행위

에서 벗어난 모든 행위, 사건,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Chappell & Di 

Martino, 2006). 작업장 폭력은 작업장 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위협

과 언어 폭력에서부터 신체적 폭행 및 살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OSHA, 2002b). 또한 작업장 폭력은 신체적 및 정신적인 폭력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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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대, 왕따나 집단 괴롭힘, 인종 차별, 성희롱을 포함하며, 노동자, 감

독자, 환자, 가족, 방문객 및 기타 직원들 간에 발생하는 모든 상호작용

이 포함된다(Richards, 2003).  

아이오와대학교 상해예방연구센터(University of Iowa Injury 

Prevention Research Center, UIIPRC)에서는 작업장 폭력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Table 1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UIIPRC, 2001). 이와 같은 구분은 특히 정책 입안자 및 연구자에게 목

표하는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강도와 같은 범죄가 발생한 경우로서 가해자가 직장과 

관련이 없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형태의 작업장 폭력 발생은 가해자가 

종종 무기를 동반하여 치명적인 부상의 위험이 있고, 업무의 일환으로 

현금을 다루거나 심야 근무 또는 1인 근무 시에 그 위험성이 커진다. 두 

번째는 가해자가 고객이나 환자와 같은 경우로서 근무 중에 발생하는 경

우이다. 특정 직군에서 이와 같은 형태의 작업장 폭력은 끊임없이 발생

하고, 심지어 일상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폭력은 

고객이나 환자처럼 대상자를 직접 대면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서비

스 업종에서 많이 발생하며, 특히 간호사는 이러한 폭력의 전형적인 대

상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김왕배, 2009). 세 번째는 직원들 간에 발생

하거나 전(前) 직원이 가해자인 경우이며, 대인관계 문제나 업무 관련 

분쟁의 하나로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 유형은 가해자가 직원과 개인적

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이다. 이는 가정 폭력이 직장에까지 파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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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남성보다는 주로 여성이 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Table 1. Types of Workplace Violence (UIIPRC, 2001, pp.5-11)  

Type Ⅰ 

(Criminal Intent) 

• The perpetrator does not have any 

legitimate business relationship with the 

establishment;  

• The primary motive is usually theft;  

• A deadly weapon is often involved, 

increasing the risk of fatal injury;  

• Workers who exchange cash with 

customers as part of the job, work late night 

hours, and/or work alone are at greatest 

risk. 

Type Ⅱ 

(Customer/Client) 

• The perpetrator is a “customer” or a 

client of the worker; 

• The violent act generally occurs in 

conjunction with the worker’s normal duties; 

• The risk of violence to some workers in 

this category (e.g., mental health workers, 

police) may be constant, even routine. 

Type Ⅲ 

(Worker-on-Worker) 

• The perpetrator is an employee or former 

employee;  

• The motivating factor is often one or a 

series of interpersonal or work-related 

disputes. 

Type Ⅳ 

(Personal 

Relationship) 

• Is the spillover of domestic violence into 

the workplace;  

• Generally refers to perpetrators who are 

not employees or former employees of the 

affected workplace; 

• Targets women significantly more often 

than men, although both male and female 

co-workers and supervisors are often 

affected. 

 



 

 

 16 

2) 작업장 폭력의 현황  

보건의료 분야의 작업장 폭력은 매우 흔해서, 작업장 폭력이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의 한 특성으로 여겨지기도 한다(ILO/ICN/WHO/PSI, 2002). 

미국 노동 통계국(U.S. Department of Justice,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산업에서 2011~2013년 

사이 작업장 폭력이 매년 약 24,000건 발생하였으며, 이 중 75%가 보

건의료분야에서 발생하였다(Phillips, 2016). 이와 같은 조사는 대부분 

회고적 자기 기입식 조사(voluntary retrospective survey)인데다 고용

주 기반 데이터이므로 통계가 다소 부정확하며 실제 발생한 작업장 폭력

보다 더 낮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어(Rosenman et al., 

2006) 실제로는 더욱 많은 작업장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또한 OSHA의 작업장 폭력의 정의에 언어 폭력이 포함되어 있음

에도 불구하고, 노동 통계국 조사에서 언어 폭력에 대한 통계는 수집되

지 않아(McPhaul & Lipscomb, 2004) 언어 폭력을 포함한다면 그 빈도

는 매우 늘어날 것이다. 언어 폭력은 업무 중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대

면 업무의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문제라는 인식이 언어 폭

력에 대한 보고를 꺼리게 만드는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Hutchings 

et al., 2010). 그러나 언어 폭력은 다른 형태의 작업장 폭력보다 더 빈

번하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특히 장기적으로 감정적인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상해를 입히는 다른 유형의 폭력 못지 않게 

중요하다(Neuman & Baron, 1998).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17 

Office, ILO), 국제 간호사 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ICN), 

국제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sation, WHO), 그리고 국제 공공부문 

노동조합연맹(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PSI) 공동 보고서의 통계에 

의하면 전체 보건의료인력 중 환자 등 외부로부터 작업장 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1995년 34%에서 1998년 39%, 2000년 39%로 점점 증가하였고, 

특히 그 중 간호사가 경험한 비율은 1995년 42%, 1998년 48%, 2000년 

63%로 급속하게 증가하였다(Richards, 2003). 

유럽근로환경조사(European Working Condition Survey, EWCS) 자료

에 의하면 유럽국가에서 작업장에서의 신체적 폭력에 대한 노출은 1995

년 4%에서 2005년 6%로 증가하였으며 다른 비교 가능한 조사들에서도 

비슷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EU-OSHA, 2015). 특징적인 것은 

전체 유럽 국가와 비교해서 북유럽 회원국에서 작업장에서의 신체적 폭

력, 언어 폭력, 폭력에 대한 위협 수준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이

들 국가에서 보건의료 및 복지 서비스 부문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

이된다(EU-OSHA, 2015). 즉, 다른 직종에 비하여 보건의료 및 복지 서

비스 부문의 폭력 수준이 높다는 하나의 방증이다.  

국내 작업장 폭력에 대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는 안전보건공단 산업

안전보건연구원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한국근로환경조사(Korea 

Working Condition Survey, KWCS)’가 있다. 한국근로환경조사는 2006

년 1차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첫 조사에서는 작업장 폭력에 대한 조사 

문항이 없었고, 2차 조사인 2010년부터 해당 문항이 추가되어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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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2014년 4차 조사 시에도 해당 문항이 포함되었다(산업안전보건연

구원, 2016). 근로환경조사에서는 지난 1개월 간 언어폭력,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 위험 또는 굴욕적 행동과 지난 1년간 신체적 폭력, 왕따 및 

괴롭힘, 성희롱 경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다. 2010년의 작업장 폭

력 경험률은 4.2%였으나 2014년 조사에서 작업장 폭력 경험률은 7.5%

로 크게 증가하였다(문준혁, 2016).  

그 외에도 개별 연구에서 업종별 및 유형별 작업장 폭력에 대한 실태

를 보고하고 있는데, 국내 제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항

목에 따라 5~30%의 작업장 폭력 경험률을 나타내고 있다(김왕배, 

2009). 이 연구에서 신체적 폭력의 비율은 낮았지만 심리적 모욕, 동료 

간의 다툼, 언어 폭력(욕)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왕배 

(2009)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급속한 산업화 기간 동안 병영적 통제 문

화의 영향으로 작업장 내 신체적 폭력의 비율이 높았으나, 사회 구조의 

변화로 작업장 내부의 신체적 폭력은 감소하고 심리적 폭력이나 작업장 

외부로부터의 폭력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하였다. 유통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72.9%가 언어 폭력을 경험하였고, 17.8%는 성

희롱, 9.3%는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숙영과 윤순녕, 

2012).  

병원의 간호사 및 간호보조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간호 인력의 

88.4%가 불쾌하고 모욕적인 말을 경험하였고, 36.5%는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는 언어적 위협을, 직접적인 신체적 손상을 경험한 대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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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성희롱을 경험한 대상자는 25.7%였다(김숙영 등, 2008). 또 다

른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하나의 폭력유형이라도 경험

한 간호사는 92.1%로 나타났다(박은옥과 김정희, 2011). 이 연구에서 불

쾌하고 모욕적인 말이 89.8%로 가장 많고, 신체적 위협은 67.7%, 언어

적 위협은 38.2%, 신체적 손상은 32.7%, 성희롱은 26.4%에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 인력에 대한 작업장 폭력은 앞에서 언급한 네 가지 유형 모두가 

해당이 될 수 있지만, 환자 또는 그 가족 및 방문객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Anderson et al., 2010; May & Grubbs, 2002; 

McPhaul & Lipscomb, 2004; Phillips, 2016; Vidal-Martí & Testor, 

2017). 2014년 미국에서 실시한 한 조사에 따르면, 병원에서 발생한 작

업장 폭력 중 가해자가 환자나 보호자인 두 번째 유형의 작업장 폭력이 

전체 폭행의 9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Phillips, 2016).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도,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이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발

생한 작업장 폭력이었다(Anderson et al., 2010; May & Grubbs, 2002; 

O’Connell et al., 2000; Roche et al., 2010). 국내 병원 간호 인력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작업장 폭력의 가해자는 환자가 가장 많고, 환자 

가족, 의사, 간호사 순이었다(김숙영 등, 2008). 박은옥과 김정희(2011)

의 연구에서도 병원 간호사가 경험한 작업장 폭력의 가해자가 환자인 경

우가 가장 많고, 환자 가족, 의사, 동료 간호사 순으로 나타나 역시 환자

와 그 가족으로부터의 작업장 폭력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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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은 작업장 폭력은 실제 발생에 비해 조직에 공식적으로 

보고되는 비율이 낮다(Hesketh et al., 2003; Hutchings et al., 2010; 

May & Grubbs, 2002). May와 Grubbs (2002)의 연구에서 병원간호사에

게 발생한 작업장 폭력 사건은 절반 정도만 보고되었는데, 보고하지 않

은 이유에 대하여 ‘신체 상해의 증거가 없어서(54.7%)’, ‘일의 일부라고 

생각해서(39.5%)’, ‘보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37.2%)’, ‘환자나 가

족이 화난 원인을 이해하기 때문에(36%)’로 응답하였다.  

 

 

3) 방문간호사의 작업장 폭력과 대처 

작업장 폭력은 모든 직업 환경에서 여러 형태로 발생할 수 있지만, 특

히 대면 업무를 하는 직종에서는 이른바 ‘제3자 폭력(third party 

violence)’ 위험이 높아지며 그 대표적인 분야 중 하나가 바로 보건의료 

영역이다(EU-OSHA, 2015). 특히, 방문간호사의 경우 주 업무가 대상자

의 집에 방문하여 대상자 및 그 가족과 접촉, 대면하는 일이기 때문에 

방문간호 사업의 대상자나 가족이 가해자가 되는 Type Ⅱ의 작업장 폭

력이 가장 보편적으로 발생한다(Büssing & Höge, 2004). Barling 등 

(2001)이 지적한 바와 같이, 가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의 의미는 

본인에게 친숙하지 않은 대상자 거주 공간의 ‘닫힌 문 뒤에서(behind 

closed door)’ 일한다는 것이며, 이는 여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많은 지역사회 방문간호사들이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언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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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지 아무도 모르는 채로 사무실을 떠나고, 필요 시 도움을 요청할 방

법과 예정된 방문 시간을 초과하여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을 경우 대응 

계획이 없는 상태로 방문 업무를 하고 있다(Billay, 2002). 특히 방문간

호사는 혼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전하지 못한 사건에 노출

되기 쉽다(Büssing & Höge, 2004).  

국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뉴욕주 가정간호(home healthcare) 분야 간

호사 738명을 대상으로 한 Canton 등(2009)의 연구에서 63%의 간호사

가 가정간호사로 일하는 동안 적어도 한 번 이상의 작업장 폭력에 노출

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9%는 두 번 이상 노출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장 많은 것은 언어 폭력(58.9%)이고, 신체적 폭행에 대한 

위협(16.3%), 차 등에 대한 손상 위협(8.9%), 실제 신체적 폭행(3.3%) 

순이었다. 361명의 방문 인력을 대상으로 한 독일 연구에서도 방문 인력

이 경험한 작업장 폭력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작업장 폭력은 대상자

의 언어 폭력이었으며, 가족의 언어 폭력, 대상자의 신체적 폭력, 가족의 

신체적 폭력 순이었다(Büssing & Höge, 2004). Barling 등(2001)의 연

구에서 323명의 여성 방문 인력 작업장 폭력을 조사한 결과 32.8%에서 

언어 폭력을, 28.9%에서 언어적 성희롱을, 19.9%에서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칼 등의 무기로 위협한 경우

도 11.9%나 되었다. 캐나다 공공영역에서의 보건간호사(public health 

nurse)와 가정간호사(home care nurse)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언어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이 안전 위험 요소로 확인되었다(Bil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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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이 연구에서 특히 가정간호사가 보건간호사보다 언어 폭력, 신체

적 폭력, 성적 폭력 모두에서 더 위험도가 높았으며, 위협도 더 많이 발

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간호사는 대상자로부터의 위협을, 보건

간호사는 대상자 가족으로부터의 위협을 더 많이 보고하였다.  

국내 보건소 방문보건인력 1,640명을 대상으로 한 이인숙 등(2012)의 

조사 결과, 방문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대상자로부터 1회 이상의 작업장 

폭력을 경험한 대상자는 70.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보건소 

방문보건 인력이 경험한 작업장 폭력은 언어적 폭력이 가장 많고, 신체

적 위협, 성적 폭력, 신체적 폭력 순이었다(이인숙 등, 2012). 이 연구 

결과에서 빈도는 낮았지만 ‘술병으로 위협, 물건 던짐, 감금, 칼로 위협, 

칼로 찌름, 발로 참, 주먹으로 때림, 목 조름’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폭력도 보고되었다는 점은 주지할 필요가 있다. 찾아가

는 동 주민센터 1, 2단계 사업을 진행하면서 방문 인력 858명의 안전 

문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손정연, 2017), 조사대상자의 52.8%가 욕

설 및 폭언을 경험하였고, 23.1%는 위협이나 협박을 경험하였으며, 

22.0%에서 스토킹, 18.6%에서 언어적 성희롱, 10.5%에서 물리적 폭력, 

10.6%에서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겪었다고 응답하였다. 이 중 신체

적 폭력은 남성(15.2%)이 여성(8.9%)보다 더 많이 경험하였으나, 성희

롱 피해는 남성(7.8%)보다 여성(22.2%)이 거의 세 배 가까이 많이 경험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서울특별시, 2018c). 특히, 대부분 여성인 방문간

호사는 복지플래너에 비해 방문대상자로부터 신체적 접촉이나 성적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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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준 발언이나 행동을 경험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작업장 폭력을 경험한 방문간호사의 대처를 살펴보면, 국내 방문보건 

인력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폭력을 경험한 대상자 중 27.2%만이 상사

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인숙 등, 2012). 보고하지 않은 주요 

이유는 ‘소용 없을 것 같아서’, ‘업무상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해서’, 폭력

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등이었다. 이들의 대처 행동은 

‘동료에게 말함’이 50.9%로 가장 많았고, ‘대상자와 거리를 둠’이 35.2%, 

‘기분이 상하지만 감정을 삭이고 일함’이 31.2%으로 대부분 개인적이고 

소극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는 편이었다. 대상자에게 의사를 전달한 것은 

‘불쾌하다는 간접적인 의사표시를 함’ 30.1%이었고, 직접적으로 싫다는 

의사를 밝히고 행동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 대상자는 29.5%였다. 찾아가

는 동 주민센터 인력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보건소 방문 건강 인력

의 실태조사 결과와 비슷하게, 안전문제 발생 후 대응 중 상사에게 즉각

적으로 보고한 비율은 21.9%에 그쳤으며 더 많은 대상자들(66.3%)이 

해당 사건에 대해 동료들과 대화하거나 논의한다고 응답하였다(손정연, 

2017).  

또한 기관 차원의 사후조치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

의 경우(83.1%) 기관 내부에서 상사나 동료들이 적극적으로 위로하고 

지지하였다고 하였지만, 조직적 차원에서 기관이 대책을 마련해 준 경우

는 2.9%뿐이었다. 그런데 직종 별로 비교하여 살펴보았을 때, 복지플래

너에 비해 방문간호사에서 상사나 동료와 상담하는 비율이 더 낮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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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제 발생 후 아무런 사후 조치가 없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당히 높

게 나타난 것은 주목할만한 결과이다. 이에 대하여 손정연(2017)은 방문

간호사는 고용 상 지위가 정규직인 복지플래너와 달리 무기계약직이고, 

소속과 실제 근무지가 다른 근무환경적 특성에 기인하여 업무 시 직원들

과의 상호작용이나 소속감이 낮을 가능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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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장 폭력 발생 위험 요인 
 

작업장 폭력 발생의 위험 요인은 작업장 폭력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방문간호사의 작업장 폭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고객

이나 환자를 대상으로 한 Type Ⅱ 작업장 폭력의 위험 요인을 중심으로 

하고, 개인적 위험 요인과 작업장 관련 위험 요인, 직장내 안전관리체계

로 나누어 선행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1) 개인적 위험 요인(individual risk factor): 방문간호사 특성 

방문간호사의 작업장 폭력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방문간호사의 특성으

로는 성별, 연령, 경력, 복장 등이 논의되고 있다(Chappell & Di Martino, 

2006; Di Martino, 2003).  

작업장 폭력에 있어서 서비스 제공 인력의 성별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여성과 남성은 모두 작업장 폭력에 영향을 받지만, 

영향을 받는 방식은 같지 않다(Chappell & Di Martino, 2006). 신체적인 

폭력 경험은 남성이 더 많은 반면, 특히 성과 관련된 문제와 같은 특정 

유형의 폭력에서 노출은 여성이 더 많다(Di Martino, 2003; EU-OSHA, 

2015; 손정연, 2017). 방문간호사의 성별이 거의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

을 감안할 때, 방문간호사들이 겪는 폭력의 유형 중에서도 특히 성적 폭

력에 대한 노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주로 대면 접촉이 많은 일자리에 여성이 더 많이 배치되는 문제

는 고객으로부터 발생하는 작업장 폭력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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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tino, 2003). 특히 보건 분야에서는 여성의 고용률이 높은데, 그 중

에서도 비교적 저임금의 일자리에 여성이 집중되면, 여성이 취약한 대상

으로 인식되고 실제로 여성이 작업장 폭력의 쉬운 표적이 되는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Di Martino, 2003; Mayhew & Chappell, 2007). 그

러나 한편으로는, 이전에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 대상자와 같이 작업

장 폭력의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들을 여성보다는 남성에

게 담당하게 함으로써 작업장 폭력의 위험이 더 높아지기도 한다

(Fazzone, Barloon, McConnell, & Chitty, 2000). 국내 찾아가는 동 주

민센터 방문 인력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시행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서 남성 직원들은 남자라는 이유로 위험한 상황이 우려되는 대상자 방문 

시 동행인력으로 활용되거나 때로는 혼자 방문을 하기도 하는 상황에 대

해 심리적 부담감을 토로하였다(손정연, 2017).  따라서 이러한 영역에

서의 조치는 남녀 간의 평등한 젠더 권력 관계와 구체적인 상황의 특수

성을 고려해야 한다(ILO/ICN/WHO/PSI, 2002).  

일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작업장 폭력에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다

(EU-OSHA, 2015; Gillespie, Gates, Miller, & Howard, 2010; 

McKenna, Poole, Smith, Coverdale, & Gale, 2003). 이는 노동시장에서

의 상대적 취약성, 작업장 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직종에의 유입 또는 그

와 같은 직무 배치(예를 들어, 대면 업무), 폭력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경

험의 부족, 고용 조건 및 노동법 등에 명시된 근로자 보호에 대한 이해 

부족과 같은 다양한 이유 때문일 수 있다(Chappell & Di Martino,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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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순히 연령과 작업장 폭력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라기 보다 오히

려 경력 등 그 외의 조건과 더 큰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

한다. 경험이 풍부한 방문간호사들은 현장에서 안정감을 느끼기 쉽다

(Fazzone et al., 2000).  

복장은 업무 상황에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역할 특성을 설정하기 때문

에 중요하다. 특히 대중과 접촉하는 직업의 경우, 제복의 착용은 직원의 

신분을 식별하고, 직원의 행위에 권위를 부여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

에 폭력을 억제할 수 있다(Chappell & Di Martino, 2006; Di Martino, 

2003). 제복에 의한 적법성(legitimacy) 부여는 위급상황에서 대상자의 

영향력을 줄여서 제복 착용자의 통제에 따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Kerry, 1996). 국내 보건소 방문간호사의 경우, 방문간호 시 착용해야 

하는 공식적인 복장 규정이 없으므로 소속과 신분을 나타내는 명찰이 일

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2014년 발의되고 2017

년부터 시행중인 의료법 개정안에는 환자가 의료인의 신분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의료인이 명찰을 착용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폭행 및 협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

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 보건복지위원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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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장 위험 요인(workplace risk factors) 

(1) 업무 환경(working environment) 

작업장 내부의 환경은 특히 작업장 내부의 가해자로부터 발생하는 작

업장 폭력(Type Ⅲ)의 주요 위험 요인이다. 작업장의 물리적 디자인 특

성은 작업장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Chappell & Di Martino, 2006).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환자의 대기실의 

안락함, 화장실 시설, 입구 경비, 경보 시스템, 보호벽, 응급상황 시 도움

을 요청할 수 있는 감시카메라 및 시스템 등이 환자로부터의 작업장 폭

력과 관련되어 있다(Di Martino, 2003; Gillespie et al., 2010). 특히 병

원이라는 특정한 공간에서의 환경은 작업장 폭력 발생의 중요한 요소이

며, 환경 변화를 통해 작업장 폭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Anderson et al., 2010).  

그런데 방문간호의 경우,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이 방문

간호 대상자의 집이 되므로 업무 환경 설계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방문간호의 경우 방문 지역의 외부 환경(예: 우범 지역 등)에 따라 작업

장 폭력 발생의 빈도가 달라지므로(McPhaul & Lipscomb, 2004) 이에 

대한 사정이 필요하다. 미국 메디케어(Medicare) 방문간호사들을 대상으

로 한 질적 연구에서도 방문간호사들은 방문대상자의 안전하지 않은 주

택 환경에서 두려움을 느꼈다고 응답하였다(Fazzone et al., 2000). 또한 

이 연구에서 범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작업장 폭력의 발생이 많아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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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직 세팅은 작업 부하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근로자의 태도에 

영향을 주어 서비스 제공자와 대상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Chappell & Di Martino, 2006). 호주의 병원에서 실

시한 Roche 등(2010)의 연구에서 관리 스타일이 작업장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원 대기와 계획 입원의 비율에 따라 간호

사가 겪는 신체적 폭력과 폭력 위협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환자로부터의 폭력을 제한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속하고 효율

적인 서비스이므로 관리적인 차원의 업무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Di 

Martino, 2003). 실제로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환자 

보호자로부터의 폭력의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병원 정책이나 긴 대기시

간과 같은 문제로부터 발생한 것이었다(May & Grubbs, 2002). 그런데 

방문간호의 서비스 제공 방식을 볼 때, 방문간호사와 방문간호 대상자 

간의 관계에서 조직관리 방식의 영향력은 병원과 같은 기관에 비해 상대

적으로 미미하다. 가정에서의 환경은 병원과는 달리 직접적인 통제 하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McPhaul et al., 2010).  

 

(2) 업무 상황(task situation) 

홀로 일하거나 특정 고위험 대상자를 담당하는 상황과 같이 수행하는 

직무 상황은 작업장 폭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Chappell & Di Martino, 2000, 2006; Di Martino, 2003).  

1인 근무(working alone)는 근로자의 취약성을 증가시켜 작업장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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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의 위험을 높인다(Chappell & Di Martino, 2006). 특히 신체적 폭력

과 성적 폭력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외근의 경우 근로자가 취

약한 환경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작업장 폭력의 발생뿐만 아니

라 발생 이후 대처 양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많은 보건 분야 근로

자들이 혼자 또는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일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폭력의 

위험이 더욱 크다(Di Martino, 2003).  

상대적으로 이전에 폭력을 행사한 사람일수록, 물질 남용(알코올 포

함)을 하거나 조현병과 같은 특정 형태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작업장 폭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Chappell & Di Martino, 2006; 

Clements, DeRanieri, Clark, Manno, & Kuhn, 2005; Di Martino, 2003; 

Gillespie et al., 2010). 질병과 통증, 정신질환, 약물 남용으로 인해 야

기되는 좌절과 분노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언행과 행동을 폭력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Di Martino, 2003). 또한 실직이나 재정적 어려

움, 의미 있는 사람의 죽음과 같은 곤경에 처한 사람들과 접촉하는 업무

를 하는 경우, 폭력이 흔히 발생한다(Chappell & Di Martino, 2000, 

2006). 우리나라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경우, 특히 경제적 취약 

집단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그 외에도 암 환자 가족이나 정신질환자의 

가족 등이 우선 순위가 되므로 고위험 대상자 대면 업무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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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장내 안전관리체계 

조직적 차원에서 작업장 폭력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의 

의미는, 공적인 제도 하에서 방문간호사가 안전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이다(손정연, 2017). 여러 연구자

들이 작업장 폭력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교육을 포함한 안

전 프로그램, 방문에 대한 사전 계획 및 방문 전 안전 스크리닝, 개인 

보호 장비, 동행 제도 등의 조직의 폭력보호체계를 제시하였다(Billay, 

2002; Gillespie et al., 2010; Henry & Henry, 1997; Hunter, 1997; 

Kendra et al., 1996; Lundrigan et al., 2010). 또한 실제로 방문간호사

를 대상으로 한 조직 내 폭력 보호 프로그램의 도입이 작업장 폭력 예방

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Hutchings et al., 2010; 

Lundrigan et al., 2010).  

한편, 직장내 안전관리체계는 예방뿐만 아니라 작업장 폭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국 메디케어 방문 인력을 대상으로 한 

Fazzone 등(2000)의 질적 연구에서 사건 발생 이후 조직의 지원을 느

끼지 못했던 방문간호 인력들은 절망적이고 우울한 느낌을 받았다고 묘

사했다. 이 연구에서 성폭행 시도의 피해자였으나 행정적 지원을 받지 

못했던 한 간호사는 그 사건을 관리자에게 이야기한 것을 후회하기도 하

였다. 연구 참가자들은 직원이 작업장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관리

자가 피해 직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임상적으로, 법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명확한 안내를 제공해야 하며, 지속적인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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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을 통해 후속 지원을 제공하고, 동일한 방문간호 대상자를 방문해야 

하는 다른 간호사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

았다. 국내의 경우 손정연(2017)의 연구에서 흉기로 위협하는 등의 강도 

높은 폭력을 당한 방문 인력의 경우에도 1개월의 휴가와 인사이동 외 

다른 사후관리가 되지 않았고, 직원이 겪는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관리

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Lay 연구팀은 근로자의 안전 취약성(safety vulnerability)이 위험 요

인에 대한 노출뿐만 아니라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자원의 부족 또는 자원

에 대한 접근성이 불충분한 경우 발생한다는 것을 밝혀냈다(Lay et al., 

2017). 이를 작업장 폭력 문제에 적용한다면, 방문간호사가 작업장 폭력

에 노출되는 것뿐만 아니라 조직 내 작업장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

과 적절한 절차가 불충분할 때, 이러한 자원을 방문간호사가 잘 알지 못

하고,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방문간호사가 작업장 폭력

에 취약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인식은 같은 조직 내에서도 구성원 간에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Fazzone 등(2000)의 연구에 참여한 직원들

의 절반에서 안전 정책과 절차가 존재하지 않거나 모든 직원이 접근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관리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또한 대다수의 직

원은 관리자가 안전 문제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으

나, 모든 관리자는 안전 문제를 공유하거나 작업장 폭행에 대하여 직원

을 지지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또한 Kendra 등(1996)의 연구에서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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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간호사가 고위험 대상자의 가정방문을 거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

에 관리자들은 97%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간호사들은 85%에서만 가

능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고위험 대상자의 가정방문 거부로 인한 불이

익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관리자들은 전원 불이익이 없다고 하였으나, 

방문간호사들은 37%에서 불이익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불이익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없는 반면 무응답이 63%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순히 

조직 내 안전관리체계의 유무보다는 그러한 보호 체계에 대한 방문간호

사의 인식과 접근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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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업장 폭력 발생과 그 결과  
 

작업장 폭력은 앞에서 언급한 개인적 위험 요인과 작업장 관련 위험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신체적 폭력(physical violence)

이란 다른 사람 또는 집단에게 신체적, 성적, 심리적 손상을 초래하는 

물리적 힘의 행사로, 치기, 발로 차기, 두드리기, 찌르기, 밀기, 물기, 꼬

집기, 총 쏘기 등을 모두 포함한다(ILO/ICN/WHO/PSI, 2002). 정신적 

폭력(psychological violence)이란 다른 사람 또는 집단에게 신체적, 정

신적, 영적, 도덕적, 사회성 발달에 해가 될 수 있는, 물리적 힘의 행사

에 대한 위협을 포함한 의도적인 힘의 행사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언어 

폭력 및 위협, 왕따나 괴롭힘을 포함한다(ILO/ICN/WHO/PSI, 2002). 성

적 폭력은 상대에게 위협을 가하고 굴욕감을 주거나 대상자를 당황하게 

만드는, 일방적이고 불쾌한 원하지 않는 성적인 성격의 모든 행위로 정

의된다(ILO/ICN/WHO/PSI, 2002). 성적 폭력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측

면의 형태로 나타나 수 있는데, 업무 외 만남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 스

토킹, 불쾌한 성적 제안, 성적 접촉, 성행위 강요, 기타 원하지 않는 성

적 접근 등을 모두 포함한다(Mayhew & Chappell, 2007).   

작업장 폭력을 경험한 대상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성적 작업장 폭

력의 발생으로 인해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직무에도 

영향을 미쳐 근로 사기가 저하되고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다(Chappell 

& Di Martino, 2006). 보건의료 영역에서 작업장 폭력의 결과에 대한 연

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었지만, 현재까지의 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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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은 정신심리적 결과와 업무 기능과 관련된 것이었다(Lanctôt & 

Guay, 2014). 일련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Mayhew와 Chappell 

(2007)는 폭력적인 사건을 자주 경험하는 근로자는 심리적 안녕에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정적 정서 영향은 사건의 물리적 심각성

과 반드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 작업장 폭력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1) 건강 관련 결과(health related consequences) 

작업장 폭력의 건강 관련 결과는 직접적인 신체 손상에서부터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s)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

하다. Barling (1996)은 특히 작업장 폭력이 정신심리적인 측면에 미치

는 영향에 주목하였는데, 가장 직접적인 결과가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기분장애 발생이라고 지적하였다.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에 의하면 작업

장 폭력 이후 우울 증상을 경험한 보건의료 인력의 범위는 0.8~84.3%

로 다양했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직장 폭력에 노출된 보건의료 인력의 

최소 20%에서 우울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다(Lanctôt & Guay, 

2014). 미국 가정돌봄인력(home care worker)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언어폭력을 당한 경우 우울증 위험이 4.1~6.1배 높고, 위협을 당한 경

우 우울증 위험이 3.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Geiger-Brown et al.,  

2007). 이 연구에서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등을 모두 포함

하여 합산한 학대 수준을 분류하였을 때, 낮은 수준의 학대(lo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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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use)를 당한 대상자는 6개월 후 우울증이 나타날 확률이 2배 높고, 

높은 수준의 학대(high-level abuse)를 당한 대상자는 6개월 후 우울증

이 나타날 확률이 4.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장 폭력 이후 불안 장애를 겪는 대상자의 비율은 8%에서 65%까

지 다양하다(Lanctôt & Guay, 2014). 많은 연구에서 작업장 폭력을 경

험한 보건의료 인력은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불안 수준이 더 높다

고 보고되고 있다(Belayachi et al., 2010; Ryan et al., 2008). 병원 간호

사를 대상으로 한 Ünsal Atan 등(2013)의 연구 결과에서는 작업장 폭력 

경험 이후 불안(65.0%)뿐만 아니라 심계항진(palpitation)을 호소(4.3%)

하기도 하였다. 

 

2) 직무 관련 결과(job related consequence) 

점차 확대되어가는 방문간호 영역에서 핵심은 방문간호사의 안정적이

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다. 따라서 작업장 폭력이 미칠 수 있는 다양

한 직무 관련 결과 중 방문간호사의 직무만족도와 이직 의도는 중요도가 

높다. 선행 연구들에서 작업장 폭력에 대한 노출은 직무만족도 저하와 

같은 부정적인 직무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EU-OSHA, 2015; 

Fernandes et al., 1999; Hershcovis & Barling, 2010; Lanctôt & Guay, 

2014), 환자로부터 발생한 작업장 폭력은 간호사에 있어 이직 의도의 

큰 위험 요소로 밝혀졌다(Estryn-Behar et al., 2008; Fernandes et al., 

1999; Hershcovis & Barling, 2010). 미국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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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환자로부터의 작업장 폭력 경험은 직무 만족을 저하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May & Grubbs, 2002; Roche et al., 2010), 미국 가정

간호사(home healthcare, HHC)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작업장 폭

력 노출 경험이 있는 경우 작업장 폭력 노출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하여 

직무 만족도가 1.86배 낮고, 이직 의도는 1.9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anton et al., 2009). 특히 정서적인 폭력은 간호사의 이직 의도와 정

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Roche et al., 2010). 직장 폭력을 겪은 대상자

의 13~60%에서 일을 그만둘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Lanctôt & Guay, 2014)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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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념적 기틀  
 

1. 상호작용 모델  
 

본 연구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의 

작업장 폭력에 관한 보고서에서 제시된 Chappell과 Di Martino (2000)

의 상호작용 모델(interactive model)을 이론적 배경으로 한다(Figure 1). 

이 모델은 어떻게 업무 환경에서 작업장 폭력이 발생하였는지 설명하는

데 관련이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이론적 틀에 제시하고 있다(Chappell 

& Di Martino, 2006). 이 모델은 통합된 방식으로 관련된 모든 요인을 

다루며, 예방 조치를 통한 폭력 퇴치의 절실한 필요성을 강력히 강조한

다(Di Martino, 2003).  

상호작용 모델에서는 가해자의 개인적 특성과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이 

환경과 업무 상황이라는 직무 관련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작업

장 폭력이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서로 다른 특성이 

특정 업무 상황에 처해졌을 때 작업장 폭력이 발생하고, 이는 피해자 개

인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상호작용 모델이 제시하는 바에 

따르면, 이와 같은 작업장 폭력의 결과는 즉각적인 결과를 뛰어넘어 노

동 과정의 합리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희생자와 기업을 

둘러싼 대상자와 기업을 둘러싼 사회적(societal), 맥락적(contextual) 위

험 요인의 일부가 된다(Chappell & Di Martino, 2000, 2006). 이러한 연

결은 모델에서 개인적, 기업 결과에서 다시 작업장 폭력 피해자와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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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관련 위험 요인으로 이끄는 화살표로 도식적으로 표시된다. 

이 모델의 강점은 작업장 폭력에 대한 개인적 위험 요인(individual 

risk factors)뿐만 아니라 작업장 폭력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할 것으로 

인식되는 업무 상황, 환경과 같은 작업장 관련 위험 요인(risk factors in 

the workplace)을 모델에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전의 Barling 

(1996)이나 Neuman과 Baron (1998)의 작업장 폭력 발생 모델에서도 

상황적 요인, 개인적 요인의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으나 가해자 측면에서

의 요인들 만을 살펴 작업장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의 측면을 간과한 한

계가 있다. 즉, 이전 모델에서는 가해자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상황일 때 작업장 폭력이 유발되는 것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

었다면, 상호작용 모델에서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

과 상황적 특성의 관계까지 고려하였다.  

또한 Neuman과 Baron (1998)의 모델에서는 상황적 요인이 개인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는데, Chappell과 Di Martino (2000)

은 상황적 요인이 개인적 요인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호적인 요인으로 보았다. Barling (1996)이 

지적한 바와 같이 개인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은 개별적으로 작업장 폭력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 두 요인의 상호작용을 가정하는 것이 

작업장 폭력이라는 현상을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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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개념적 틀  
 

본 연구는 우리나라 방문간호사의 작업장 폭력 경험을 규명하기 위하

여 Chappell과 Di Martino (2000)의 상호작용 모델(interactive model)

을 토대로 하고, 선행연구 고찰에 근거하여 수정 및 보완하여 방문간호

사의 작업장 폭력 위험 요인과 작업장 폭력 경험, 그리고 그 결과에 대

한 개념적 틀(conceptual framework)을 구축하였다(Figure 2).  

상호작용 모델은 다양한 형태의 작업장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

인들의 복잡한 관계를 포괄적으로 제시한 것이므로, 방문간호사의 작업

장 폭력 경험에 대한 실제적인 검증을 위해서는 원 모델에서 일부 수정

이 필요하다. 작업장 폭력의 유형과 방문간호 업무의 특성, 그리고 방문

간호 세팅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 및 보완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방문간호사가 겪을 수 있는 작업장 폭력 유형 중 

방문간호 대상자로부터 발생한 작업장 폭력으로 제한하였다. 작업장 폭

력은 가해자 별로 그 양상과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효과 크기가 

같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작업장 폭력의 결과를 가해자 별로 구분하지 

않을 경우, 작업장 폭력의 결과로서의 효과 크기가 과소평가 또는 과대

평가될 수 있다(Hershcovis & Barling, 2010). 또한 실무적인 관점에서, 

가해자가 조직의 내부인지 외부인지에 따라 조직의 예방 전략과 대응 전

략이 달라야 하기 때문에 초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방문간호 대상자로부터 발생하는 작업장 폭력을 다루고 있기 때문

에, 상호작용 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변수 중 그 외의 유형의 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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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관련 요인은 본 연구의 개념적 틀에서 제외하였다. 상호작용 모델

에서 환경에 해당하는 작업장의 물리적 환경과 조직 세팅, 조직 문화는 

작업장 내부에서 발생하는 작업장 폭력의 영향 요인이라는 점(Chappell 

& Di Martino, 2006)을 고려하여 가정방문 현장에서의 작업장 폭력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개념적 틀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상호작용 모델

에서 직무 상황에 해당하는 귀중품(현금 포함)을 다루는 업무는 방문간

호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방문간호 대상자의 특성을 개념적 틀에서 제외하

였다. 상호작용 모델에서는 개인적 요인을 가해자의 특성과 피해자의 특

성 두 가지로 나누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상반되는 개인적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작업장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았다

(Chappell & Di Martino, 2000). 그러나 이러한 특성의 다양성을 감안할 

때, 이 기준에 따라 폭력 발생을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방

문간호 대상자의 연령, 성별, 배경에 대한 고정관념은 차별로 이어질 수

도 있다(Di Martino, 2003). 따라서 폭력을 행하기 쉬운 대상자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보다는 작업장 폭력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직무 특성

을 파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LeBlanc & Kelloway, 2002). 또한 우리

나라 방문간호사의 경우 사업에서 정해진 대상자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

에, 가해자의 특성을 다루는 것은 방문간호사의 작업장 폭력 경험을 중

심으로 한 본 연구의 논점과는 거리가 있다.  

셋째, 사회문화적 배경을 개념적 틀에서 제외하였다. 본래 Chapp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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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Di Martino (2000)은 작업장 폭력의 위험 요인을 설명함에 있어 폭력

에 대한 문화적 규범, 경제적 불평등, 성 평등에 대한 태도와 같은 사회

문화적 배경이 폭력 발생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분명 이와 같은 

요인들은 사회 내 작업장 폭력의 발생을 거시적으로 설명하는 요인들이

다. 장기적인 작업장 폭력 예방의 관점에서 폭력과 관련된 사회적, 문화

적 요인을 포함한 범위를 다루는 것은 분명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국가

간 비교나 직종 별 비교를 할 경우에는 사회문화적 배경이 중요한 관련 

요인이 될 수 있으나, 본 연구의 경우에는 동일한 사회문화적 배경에 놓

여 있는 우리나라 방문간호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논외로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호작용 모델에 포함되지 않은 직장내 안전관리체계를 개

념적 틀에 포함하였다. 작업장 폭력 발생에 있어 직장내 안전관리체계의 

영향은 여러 문헌에서 확인되었으나(Campbell et al., 2014; Fazzone et 

al., 2000; Hutchings et al., 2010; Lundrigan et al., 2010), 상호작용 모

델에서는 관련 요인에 직장내 안전관리체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방문간호사의 작업장 폭력 위험 요인이 작업장 폭력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직장내 안전관리체계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모델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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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문간호사의 작업장 폭력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문헌고찰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방문간호사의 작업장 폭력의 위험 요

인은 개인적 위험 요인(individual risk factor)과 작업장 위험 요인

(workplace risk factor)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은 서로 상호

작용을 하며 동시다발적으로 방문간호사의 작업장 폭력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의 개념적 틀에서 방문간호사의 개인적 위험 요인인 방

문간호사의 특성은 성별, 연령, 경력, 복장이 포함되며, 작업장 위험 요

인은 업무 환경과 직무 상황(1인 근무, 고위험 대상자 대면 업무)가 포

함된다. 작업장 위험 요인이 작업장 폭력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직장내 안전관리체계의 예방 정책이 조절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2) 방문간호사의 작업장 폭력으로 인한 결과 

상호작용 모델에 의하면, 작업장 폭력의 결과는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

라 직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각각의 영역에서 작업장 폭력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매우 다양하지만, 본 연구의 개념적 틀에서 건강 

관련 결과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우울과 불안, 직무와 관련된 결과는 

직무 만족과 이직 의도를 포함하였다.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작업장 

폭력을 경험한 간호사는 우울과 불안과 같은 정신적인 건강 결과에 부정

적인 영향을 주며, 직무 만족 저하, 이직 의도 증가와 같은 직무 관련 

결과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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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혼합연구방법 
 

본 연구는 지역사회 방문간호사의 작업장 폭력 경험을 탐색하고, 작업

장 폭력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과 그 결과, 폭력 관리 실태를 

규명하기 위하여 혼합연구방법(mixed methods design)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Creswell 등(2011)이 분류한 혼합연구방법 중 설명적 순차 

설계(explanatory sequential design)를 바탕으로 먼저 방문간호사의 작

업장 폭력 경험의 위험 요인과 그 결과, 폭력 관리 실태를 양적으로 조

사하고, 후속되는 질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의 이론적 근

거는 양적 연구로 연구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질적 연

구를 통해 참여자의 관점을 보다 심층적으로 탐구함으로써 통계 결과를 

정제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Ivankova, Creswell, & Stick, 2006).  

본 연구에서 질적 연구방법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시행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본질적으로 주어진 

주제에 대하여 가능한 한 다양한 경험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둔 연구방법

이기에(김성재, 2000), 방문간호사의 작업장 폭력 경험을 파악하고 이해

하기 위한 효과적인 연구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조사 연구 결과의 탐

색적 측면을 추적하기 위해 포커스 그룹을 활용하는 것은 포커스 그룹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접근법 중의 하나이다(Morgan, 2007).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양적 연구 결과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여러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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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포커스 그룹 인

터뷰는 특정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 내의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는데 유용

하다(McLafferty, 2004).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에 대하여 그

룹 토의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참여 관찰법보다는 통제력이 

강하며, 참여자에 의해 특성이 정해지므로 개별 인터뷰보다는 통제력이 

약한 특징이 있다(Morgan, 2007).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장점은 연구자

가 관심을 둔 주제에 대한 집중된 자료를 생성할 수 있고, 특히 포커스 

그룹 참여자들은 그들 서로 간의 의견과 경험 속에서 만들어내는 상호작

용을 통해 복잡한 행동과 동기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하는 자원이 된다

는 점이다(Morgan, 2007). 반면 같은 이유로 연구자의 영향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나, 이는 포커스 그룹에서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

며, 개별 인터뷰 시에 연구자가 미치는 영향보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시

에 연구자가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분명한 근거는 없다(Morgan, 

2007). 다만 그룹 상호작용 방식이 개개인이 내놓는 이야기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할 때 이 부분

에 대하여 유념하여야 한다(McLafferty, 2004; Morga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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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적 연구 
 

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일개 시 소속의 방문간호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

로 한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① 현재 S시 자치구 보건소 소속으로 방

문건강관리 사업을 담당하는 방문간호사, ② 1년 이상 방문간호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자, ③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이다. 

방문간호사가 경험하는 폭력은 농촌 지역보다는 대도시 지역에서 발생

률이 높고, 폭력 상황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Steinberg, 1995). 방문간호

사업이 예산 및 인력 수준에 따라 광역지자체 단위로 편차가 상당히 큰 

것을 감안하여, 동일한 정책성 지향성을 가진 한 개 시, 특히 대도시인 

S시 자치구 보건소 소속 방문간호사로 대상자를 한정하였다. 또한 1년 

이상 방문간호 업무를 하고 있는 대상자로 선정한 이유는 중심적 변수인 

작업장 폭력 경험의 측정 도구인 한국형 작업장 폭력 평가도구에서 최근 

1년 이내의 작업장 폭력 경험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간호사로서 

1년 이내의 경력만 있는 대상자는 조사를 시행하기에 부적절하기 때문

이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19년 7월 15일부터 8월 8일까지였다. 

연구자가 S시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간호사 재직자 교육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연구대상인 방문간호사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하여 설

명한 후,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고 조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에 한하여 동의서 및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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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경우, 대상자 수는 독립변수의 최소 15배이상이

어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Peduzzi, Concato, Kemper, Holford, & 

Feinstein, 1996), 첫번째 분석인 작업장 폭력 경험 위험 요인 분석 시

에는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여 23개 변수 기준 필요한 참여자 수는 345명

이다. 두번째 분석인 작업장 폭력 경험으로 인한 결과 분석 시에는 다중

회귀분석 시 대상자 수는 예측변수 개수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

준을 적용하여(Harrell, 2015) 45명이 필요하다. 

방문간호사 재직 교육대상자 총 532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본 연

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368명으로부터 자가 작성한 설문

지를 회수하였다(회수율 69.2%). 이 중 주요 변수에 응답하지 않는 등 

응답이 불완전한 11명을 제외한 357명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연구에 포

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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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 도구  

(1) 작업장 폭력 경험 

작업장 폭력 경험(workplace violence experience)은 장세진 등

(2014)이 개발한 한국형 작업장 폭력 평가도구(Korean Workplace 

Violence Scale: K-WVS)의 ‘폭력에의 노출 및 경험 평가’ 영역으로 측

정하였다. K-WVS ‘폭력에의 노출 및 경험 평가’는 요인 1) 고객의 정신

적 성적 폭력(experience of psychological and sexual violence from 

customer) 4문항, 요인 2) 직장내 정신적 성적 폭력(experience of 

psychological and sexual violence from supervisor and coworker) 4문

항, 요인 3) 직장/고객의 신체적 폭행(experience of physical violence 

from customer, supervisor and coworker) 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1점(전혀 없음)~4점(매우 자주)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

어 있다. 본 연구에서 작업장 폭력 경험은 아이오와대학교 상해예방연구

센터(University of Iowa Injury Prevention Research Center, UIIPRC)

에서 분류한 작업장 폭력의 유형 중 Type Ⅱ로 제한하므로, 원 도구에

서 요인 2와 요인 3의 직장내 폭력에 대한 문항은 제외하고 요인 1의 

고객의 정신적 성적 폭력 4문항, 요인 3의 고객의 정신적 신체적 폭행 

1문항을 방문간호에 맞게 수정하고, 결과 해석의 용이성을 위하여 0~3

점 척도로 코딩하여 분석하였다. 도구개발 시 신뢰도는 요인 1 

Cronbach’s α는 .745, 요인 3 Cronbach’s α는 .509 이었고, 본 연구에

서 Cronbach’s α는 .65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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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적 위험 요인: 방문간호사의 개인적 특성 

방문간호사의 개인적 특성은 성별, 연령, 경력, 복장에 대하여 조사하였

다. 방문간호사의 경력은 간호사로서의 총 경력과 방문간호 업무에 대한 

총 경력을 조사하였다. 복장은 방문간호 대상자의 집을 방문할 때 유니

폼 착용 또는 명찰 패용 여부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3) 작업장 위험 요인 

①  거주지 위험 수준 

서울특별시(2018c)의 방문 전 안전 사정(safety assessment) 체크리

스트 문항 중 ‘방문대상자의 거주지가 고립(고시원, 쪽방, 지하 여부 등 

취약 주택)되어 있거나 범죄율이 높은 지역인가?’라는 문항을 활용하여 

최근 1년간 담당하고 있는 지역에 해당되는 비율을 0~100%로 응답하

도록 하였다.  

 

②  1인 근무 

1인 근무는 최근 1년간 방문간호 대상자의 가정방문 시 혼자서 방문

한 정도를 0~100%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③ 고위험 대상자 대면 업무  

서울특별시(2018c)의 방문 전 안전 사정(safety assessment) 체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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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문항 중 ‘방문대상자가 고위험요소(정신질환, 자살 시도, 알코올 중

독, 가정폭력, 아동 학대, 범죄 경력 등)를 가지고 있는가?’, ‘방문대상자

가 방문 시 방문 인력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가?’, ‘방문대상자 및 

가족구성원이 성범죄와 연관적 적이 있는가?’, ‘방문대상자가 최근 과도

한 스트레스(실직, 재정적 어려움, 의미 있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 

등)를 경험했는가?’라는 문항을 활용하여 각 문항에 대하여 최근 1년간 

담당하고 있는 대상자 중 방문대상자 및 가족구성원이 각 항목에 해당되

는 비율을 0~100%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4) 직장내 안전관리체계 

직장내 안전관리체계는 장세진 등(2014)이 개발한 한국형 작업장 폭

력 평가도구(Korean Workplace Violence Scale: K-WVS)의 ‘조직의 폭

력보호체계’ 요인으로 측정하였다. 원 도구는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직장내 폭력에 대한 문항은 제외하고 고객으로부

터의 폭력보호체계에 관련된 9문항을 이용하였다. 각 문항은 1점(매우 

그렇다) ~ 4점(전혀 그렇지 않다)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구

개발 시 신뢰도 Cronbach’s α는 .968이었다.  

K-WVS 도구의 조직의 폭력보호체계 요인의 경우, 하나의 요인 안

에 작업장 폭력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와 작업장 발생 폭력 발생 

이후의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작업장 폭력의 발생 전과 발행 이후의 결과에 미치는 경로에 다르게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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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도구의 원저자와 논의하였고, 예방과 사후관

리 측면을 분리하여 측정하여도 무방하다는 확인을 받았다.  

 

① 예방(5문항) 

 직장내 안전관리체계 중 작업장 폭력 예방 측면은 K-WVS ‘조직의 

폭력보호체계 요인’ 문항 중 11~15번 문항을 방문간호에 맞게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연구결과 해석의 용이함을 위하여 3점(매우 그렇다)~0

점(전혀 그렇지않다)으로 역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70이었다.  

 

② 사후관리(4문항) 

 직장내 안전관리 체계 중 작업장 폭력 사후관리 측면은 K-WVS ‘조

직의 폭력보호체계’ 요인 문항 중 21~24번 문항을 방문간호에 맞게 수

정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연구결과 해석의 용이함을 위하여 3점(매우 그

렇다)~0점(전혀 그렇지않다)으로 역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

구에서 Cronbach’s α는 .883이었다.  

 

(5) 우울 

우울은 Spitzer 등(1999)이 일차건강관리센터에서 정신건강을 평가하

기 위해 개발한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PHQ)-9을 안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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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이 번안하여 한국판으로 개발한 도구에서 자살 사고에 대한 1문

항을 제외한 PHQ-8로 측정하였다.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은 4점 Likert 척도(0~3점)로 0점에서 24점까지의 점수 범위를 가

지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PHQ-8 한국어 버전

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분석한 Shin 등(201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8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26이었다.  

 

(6) 불안 

불안은 Spitzer 등(2006)이 일차건강관리센터에서 정신건강을 평가하

기 위해 개발한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GAD)-7의 한국어 버전

(저자가 번안하여 www.phqscreeners.com에서 무료 배포)으로 측정하

였다.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은 4점 Likert 척도(0~3

점)로 0점에서 21점까지의 점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국어 버전 GAD-7의 타당도를 검증한 Seo와 Park 

(201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15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61이었다.  

 

(7) 직무 만족 

직무 만족은 덴마크 국립노동환경연구원에서  Pejtersen 등(2009)이 

개발한 코펜하겐 사회심리적 업무환경 측정도구 개정판(The second 

version of the Copenhagen Psychosocial Questionnaire, COPSOQ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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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전경자와 최은숙(2013)이 수정 및 보완한 한국어판 코펜하겐 사회심

리적 업무환경 측정도구(Korean version of the Copenhagen Psyco-

social Questionnaire version II Scale, COPSOQ-K)의 직무만족 요인으

로 측정하였다.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 척도

(1~4점)로 구성되어 총점의 범위는 4~16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만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어판 도구의 개발 시 Cronbach’s α

는 .78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41이었다.  

 

(8) 이직 의도 

이직 의도는 Lawler (1983)가 개발한 이직 의도 측정 도구를 박현숙 

(2002)이 번안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단일 요인의 총 4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각 항목은 5점 Likert 척도(0~5점)로 총점의 범위는 4~20점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이직 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α는 .88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2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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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주요 개념의 측정 변수, 측정 도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2). 

 

Table 2. Concepts, Variables and Empirical Indicators of the Study 

Concept Variable Empirical Indicator 

Workplace 

violence 

experience 

Workplace violence 

experience 

K-WVS subscale 

(Experience of workplace 

violence) 

Visiting nurse’s 

characteristics 

Gender Gender 

Age Year of birth 

Work experience 

Work experience as RN,  

Work experience as visiting 

nurse 

Appearance Wearing a uniform or an ID card 

Working 

environment 

Hazardous residential 

environment 
Level of client’s home hazard 

Task situation 

Working alone Level of solitary work 

Working with  

high-risk clients 

Level of working with  

high-risk clients 

Safety 

management 

system 

Protection policy K-WVS subscale 

(Organizational protective 

system for workplace violence) 
Post-event 

management 

Health related 

consequences 

Depression PHQ-8 

Anxiety GAD-7 

Job related 

consequences 

Job satisfaction 
COPSOQ-K subscale 

(job satisfaction) 

Turnover intention Turnover intention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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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모든 분석은 IBM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각

각의 연구 목적에 따른 자료분석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방문간호사의 작업장 폭력 경험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의 

주요 변수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의 서술적 통계로 

분석하였다.  

2)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

였다. 

3) 회귀 모형을 위한 가정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① 다중공

선성 여부는 분산팽창계수(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 ② 오차

의 자기 상관 여부는 Durbin-Watson 검정, ③ 오차항의 정규성은 

잔차의 정규확률도표, ④ 오차항의 등분산성 및 모형의 선형성은 

표준화된 잔차의 산점도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4) 방문간호사의 작업장 폭력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5) 방문간호사 작업장 폭력 경험이 우울, 불안, 직무 만족, 이직 의도

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미치는 직장내 안전관리 체계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위계적 회귀분석

(hierarchi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6) 수집된 자료의 결측치를 보정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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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 회귀분석 시 SPSS 소프트웨어의 다중대입(multiple 

imputation, MI) 기능을 활용하였다(Schafer, 1999). 결측치에 대하

여 5번의 대치(imputation)를 통해 5개의 가상적 자료 세트를 구축

한 후 5개의 추정량과 분산의 결합(combination)을 통해 통계적 

추론을 하는 다중대입법으로 접근하였다(윤성철,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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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적 연구: 포커스 그룹 인터뷰  
 

1) 연구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 참여자는 1년 이내에 작업장 폭력 경험이 한 번 

이상 있는 S시 자치구 보건소 소속 방문간호사이며, 본 연구의 설문에 

응답한 방문간호사들 중 포커스 그룹 인터뷰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로 편

의 표출을 시행하였다.  

구체적인 참여자 모집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문간호사 교육 장

소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 참여자 모집 시 포커스 그룹 인

터뷰 참여자 모집 문건을 함께 배포하여, 참여 의사가 있는 대상자가 연

구자에게 직접 연락하도록 하여 예비 참여자를 확보하였다. 둘째, 연구 

참여에 동의한 예비 참여자 중 다수 참여가 가능한 날로 인터뷰 일정을 

확정하였다. 셋째, 해당 면담일에 참여 가능한 예비 참여자를 연구 참여

예정자로 하고, 면담일 약 2~3일 전에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해 연구 지

침을 전달하고, 연구 참여 여부를 재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면담 직전 

다시 연구 방법 및 내용, 인터뷰 내용이 녹음됨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자로 연구 참여자를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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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수집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2019년 8월 6일 연구자가 속한 대학교의 세미

나실에서 1그룹, 1회, 약 2시간동안 진행하였다. 연구자가 진행자

(moderator)로서 그룹 면담을 중심적으로 진행하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진행 경험이 있는 간호학 박사 1인을 보조 진행자(co-moderator)로 두

어 중요 내용을 회의 중에 함께 기록하였다. 진행자와 보조 진행자는 포

커스 그룹 인터뷰 직후 디브리핑(debriefing)을 시행하여 인터뷰 내용의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참여자의 허락 하에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여 자료의 손실을 최소화하

고, 녹음된 자료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시행된 날부터 즉시 필사하여 

3일 이내에 필사를 완료한 후 분석에 이용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연구 문제에 

적합한 질문을 설정하고, 인터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이야

기 흐름에 맞추어 질문을 제시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사용하는 인터

뷰 질문은 Krueger (2015)가 제시한 도입 질문(Opening question), 소

개 질문(Introductory question), 전환 질문(Transition question), 주요 

질문(Key question), 마무리 질문(Ending question)의 5단계로 세분화하

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1) 도입 질문: 서로의 경험을 나누기 전에 잠시 자기 소개하는 시간

을 갖겠습니다. 방문간호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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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개 질문: 안전의 측면에서, 방문간호사가 생각하는 업무상 위

험 요인은 무엇이 있습니까? 

(3) 전환 질문: 방문간호사의 업무상 위험 요인은 일반적인 업무상 

위험 요인과 비교하여 어떻게 다릅니까? 

(4) 주요 질문 

①  방문간호사가 방문간호를 시행하며 겪는 폭력 경험은 무엇이며 

이것이 갖는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②  방문간호사의 폭력 경험은 방문간호사의 업무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까? 

③  방문간호를 시행하며 폭력을 경험한 이후 개인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있었습니까? 

④  방문간호사는 방문간호를 시행하며 겪게 되는 폭력에 어떻게 

대처하며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마무리 질문: 오늘 면담을 통해 어떠한 것을 느끼셨나요? 이야기

하고자 하였는데 못한 것이나, 더 보충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수집한 자료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 동안 이루어진 토의 녹음 내용이 

기록된 원고와 진행자 및 보조진행자가 인터뷰 진행 중에 작성한 현장 

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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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귀납적 내용 분석 접근(Elo & Kyngäs, 2008)을 기본으로 

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나온 자료들을 반복적으로 검토하는 과정

에서 발견되는 특성 및 빈도가 높은 내용들을 범주 별로 분류하는 작업

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자료 분석은 그룹 인터뷰 종료 후, 당일 컴퓨터에 전사함과 동시에 시

작하였다. 녹음된 인터뷰 내용을 반복하여 청취하면서 대상자가 진술한 

내용을 수정 없이 기록하여 문서화하고, 전사한 내용과 인터뷰 진행 중 

작성한 메모를 사용하여 의미 있는 내용은 표시하면서 자료를 반복해서 

읽는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하며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주요 진술문을 확인하였다. 확인된 주요 진술문을 

다시 읽으면서 그 의미의 적절한 표제가 될 수 있는 개념이나 문구를 기

록하여 개방 코딩 목록으로 작성하였다.  

개방 코딩 목록에 포함된 개념이나 문구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하

면서 비슷한 것을 통합한 후, 그 의미에 적합한 명칭을 부여하여 하위 

주제로 추상화 하였다. 하위 주제는 다시 그 의미와 특성의 유사성과 차

이점에 따라 통합한 후 그 의미에 적합한 명칭을 부여하여 주제와 범주

로 추상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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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자 준비  

본 연구자는 보건소 인력에 대한 연구 경험과 방문간호사 교육과정

을 운영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서비스 직종의 작업장 폭력에 대

한 연구를 시행한 바 있다.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의 질적 연구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법론 과정을 이수하였고, 연구자가 속한 대학의 부속 

교육기관에서 질적 자료의 분석 방법 강좌를 이수하였다. 또한 한국간

호과학회 및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의 회원으로서 질적 연구 관련 다수

의 학술세미나에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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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윤리적 측면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내용에 

준하여 진행하였다(IRB No. 1905/002-012). 연구 참여 여부는 자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 참여 동의서에 연구의 

목적과 방법, 대상자의 익명성 및 비밀보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도록 안내 

하였다. 이에 대해 이해한 경우 서면 동의를 받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포커스 그룹 인터뷰 연구참여자의 참여 여부가 연구자 및 동일 

인터뷰 그룹 참여자 이외의 사람들에게 불필요하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참여자 모집 시 포커스 그룹 인터뷰 참여자 모집 

문건을 함께 배포하여 참여 의사가 있는 대상자가 연구자에게 직접 

연락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와 별도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진행하여 자발적 동의가 있는 대상자에 한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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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1. 양적 연구  
 

1)  방문간호사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인 방문간호사의 특성은 Table 3과 같다. 연구 참여 

대상자 중 여성이 354명(99.2%), 남성이 3명(0.8%)이었다. 평균 연령은 

50.15세(SD=6.75)로, 50~59세가 가장 많고(172명, 48.6%), 40~49세가 

그 뒤를 이었다(136명, 38.4%). 교육 수준은 전문대 졸업이 193명

(54.4%), 대학 졸업이 153명(43.1%)이었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335명

(94.1%)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간호사 전체 경력 기간은 평균 14년 7개월 가량이었고, 방문간호사 

경력 기간은 평균 5년 9개월 가량이었다. 고용형태는 무기계약직이 309

명(87.3%), 기간제가 44명(12.4%)이었다. 현재 1인당 담당 대상자 수는 

평균 460.51명(SD=202.03), 월간 방문 수는 81.51회(SD=28.73)로 나

타났다.  

방문 업무 시 유니폼을 착용한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73명(20.4%)이었

고, 명찰을 착용한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255명(71.4%)이었다. 방문 업

무 시에 유니폼이나 명찰을 착용하지 않고 사복 차림으로 방문한다고 응

답한 대상자는 58명(16.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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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Visiting Nurses' Characteristics (N=357) 

Variables Categories n (%)  Mean±SD 

Gender Male 3  (0.8)  

Female 354  (99.2)  

Age (year)      50.15±6.75 

≤29 4  (1.1) 
 

30~39 17  (4.8) 
 

40~49 136  (38.4) 
 

50~59 172  (48.6) 
 

≥60 25  (7.1) 
 

Missing 3   
 

Level of 

Education 
ADN 193  (54.4) 

 
BSN 153  (43.1) 

 
≥MSN 9  (2.5) 

 
Missing 2   

 
Marital Status Married 335  (94.1) 

 
Widowed 3  (0.8) 

 
Divorced 2  (0.6) 

 
Unmarried 16  (4.5) 

 
Missing 1   

 
W/E as RN  (month)  174.46±71.48 

≤3 years 3 (0.9) 

>3 & ≤5 years 14 (4.1) 

>5 & ≤10 years 66 (19.4) 

>10 years 257 (75.6) 

Missing 17   

W/E as visiting 

nurse  
(month)    68.46±43.74 

≤3 years 102 (28.7)  

>3 & ≤5 years 90 (25.4)  

>5 & ≤10 years 123 (34.6)  

>10 years 40 (11.3)  

Missing 2    

Types of 

Employment 

Contracts 

Standard  1  (0.3)  

Indefinite non-standard 309  (87.3)  

Fixed-term 44  (12.4)  

Missin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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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n (%)  Mean±SD 

Number of 

patients in 

charge 

  460.51±202.03 

≤300 70 (20.3) 

301~500 192 (55.7) 

501~700 64 (18.6) 

≥701 19 (5.5) 

Missing 12    

Number of visit 

(/month) 
   81.51±28.73 

≤50 59 (17,5)  

51~100 227 (67.4)  

≥101 51 (15.1)  

Missing 20    

Appearance 

(duplicate 

response) 

Uniform only 73  (20.4)  

ID card only 255  (71.4)  

Casual clothes  

& No ID card 
58  (16.2) 

 

The others 27  (7.6)  

Note. ADN= associate degree in nursing; BSN=bachelor of science in nursing; 

MSN=master of science in nursing; W/E=work experience  

 

 

 

 

 

 

2)  작업장 위험 요인  

 

작업장 폭력 관련 위험 요인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각 위

험 요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담당한 방문간호 대상자 중 해당되는 비율

을 0~100%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방문간호 업무를 하면서, 최근 1년 이내에 담당한 방문대상자의 거주

지가 고립(고시원, 쪽방, 지하 여부 등 취약 주택)되어 있거나 범죄율이 

높은 지역이었던 경우는 평균 33.6%(SD=27.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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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방문 시 혼자서 방문한 경우는 평균 62.1%(SD=34.9)이었다. 동

행 방문한 경우 동행 인력 직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사회

복지사(46.0%)였고, 보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타 직종 직원(20.9%), 

사회복무요원(10.1%), 공공일자리 보조인력(9.0%) 순이었다(Table 5).  

최근 1년 이내에 고위험 대상자 대면 업무 정도를 0~100%로 파악한 

결과, 방문대상자 및 가족구성원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평균 

17.3%(SD=18.4), 자살시도 기왕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평균 

6.9%(SD=9.5), 알코올 중독인 경우는 평균 12.1%(SD=14.8), 가정폭력 

기왕력이 있는 경우는 평균 5.3%(SD=7.5), 아동학대 기왕력이 있는 경

우는 평균 2.3%(SD=4.1), 범죄 기왕력이 있는 경우는 평균 

8.1%(SD=12.8)로 조사되었다. 방문대상자 및 가족구성원이 방문 시 방

문간호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 경우는 평균 2.8%(SD=6.7)이었

다. 또한 방문대상자 및 가족구성원이 성범죄와 연관된 경우는 평균 

3.3%(SD=10.2)이었다. 방문 시점 기준 과도한 스트레스(실직, 재정적 

어려움 의미 있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 등)를 경험한 대상자(또는 

가족구성원)를 방문한 경우는 평균 25.5%(SD=25.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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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ercentage Reporting Workplace Risk Factors Exposure 

within 1 year (N=357) 

Variables              

Percentage Categories† 

 Mean 

  (SD) 

Median    

(IQR) 
 n (%) 

Working Environment     

Hazardous residential 

environment (n=354) 

33.6% 

(27.2) 

30.0% 

(10.0-50.0) 

>0% 337 (95.2) 

0% 17 (4.8) 

Task Situation 
  

  

Working alone (n=353) 
62.1% 

(34.9) 

80.0% 

(30.0-90.0) 

>0% 325 (92.1) 

0% 28 (7.9) 

Working with high-risk clients 

∙ Psychiatric disorders  

(n=339) 

17.3% 

(18.4) 

10.0% 

(5.0-30.0) 

>0% 332 (97.9) 

0% 7 (2.1) 

∙ History of suicide  

attempt (n=227) 

6.9% 

(9.5) 

5.0% 

(1.0-10.0) 

>0% 252 (91.0) 

0% 25 (9.0) 

∙ Alcoholic (n=317) 
12.1% 

(14.8) 

10.0% 

(2.0-20.0) 

>0% 306 (96.5) 

0% 11(3.5) 

∙ Domestic violence 

assailant (n=222) 

5.3% 

(7.5) 

2.0% 

(0.1-10.0) 

>0% 173 (77.9) 

0% 49 (22.1) 

∙ Child abuser (n=181) 
2.3% 

(4.1) 

0.0% 

(0.0-3.0) 

>0% 84 (46.4) 

0% 97 (53.6) 

∙ Criminal record  

(n=235) 

8.1% 

(12.8) 

5.0% 

(1.0-10.0) 

>0% 197 (83.8) 

0% 38 (16.2) 

∙ History of violence  

against visiting nurses  

(n=320) 

2.8% 

(6.7) 

0.0% 

(0.0-2.0) 

>0% 134 (41.9) 

0% 186 (58.1) 

∙ Sex offender (n=317) 
3.3% 

(10.2) 

0.0% 

(0.0-2.0) 

>0% 144 (45.4) 

0% 173 (54.6) 

∙ People in distress  

(n=348) 

25.5% 

(25.5) 

20.0% 

(5.0-40.0) 

>0% 336 (96.6) 

0% 12 (3.4) 

Note. IQR=interquartile ranges. †Risk factors surveyed with continuous variables 

(%) were divided into binary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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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Home Visit Companion (duplicate response, n=454) 

구 분 n % 

직원 

사회복지사 209 46.0 

관리자 6 1.3 

간호사 10 2.2 

기타 직종 95 20.9 

직원 외  

사회복무요원 46 10.1 

공공일자리 보조인력 41 9.0 

간호학생 36 7.9 

기타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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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장 폭력 경험 

 

방문간호사의 작업장 폭력 경험은 Table 6, Figure 3과 같다. 방문간

호사로 근무한 전체 기간 동안 방문간호 업무 수행 시 대상자 및 가족구

성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는 270명(75.8%)였고, 최근 

1년 동안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는 240명(67.2%)이었다.  

한국형 작업장 폭력 평가도구(Korean Workplace Violence Scale: K-

WVS)로 측정한 작업장 폭력 점수는 평균 1.47점(SD=1.41)이었다. 지난 

1년 동안 방문 업무 수행 시 방문간호 대상자 및 가족구성원에게 모욕

적인 비난이나 고함, 욕설 등을 들은 적이 있는 대상자는 191명(53.5%), 

원치 않는 성적인 신체접촉이나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는 대상자는 108

명(30.3%), 위협이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는 대상자는 100명(28.0%), 

직위, 성, 나이의 차별 대우를 당한 대상자는 110명(30.9%), 신체적인 

폭행(구타 등)을 당한 적이 있는 대상자는 8명(2.2%)으로 나타났다.  

모든 유형의 작업장 폭력에서 ‘매우 자주’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전혀 

없었으며, ‘자주’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언어 폭력 3명(0.8%), 위협 및 괴

롭힘 2명(0.6%), 차별 대우 4명(1.1%)이었고 성적 폭력과 신체적인 폭

행은 없었다. 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은 대부분 ‘이따금’ 있

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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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Workplace Violence Experience ( =357)

Variables Categories n (%)

WVE for the whole

working period (n=356)

Yes 270 (75.8)

No 86 (24.2)

WVE within 1 year
Yes 240 (67.2)

No 117 (32.8)

Number of WVE

within 1 year (n=103)
Mean SD 3.03 5.35

K-WVS (n=356) Mean SD 1.47 1.41

Verbal violence No 166 (46.5)

Yes 191 (53.5)

Sometimes 188 (52.7)

Often 3 (0.8)

Very often 0 (0.0)

Sexual violence No 249 (69.7)

Yes 108 (30.3)

Sometimes 108 (30.3)

Often 0 (0.0)

Very often 0 (0.0)

Threat or harassment No 257 (72.0)

Yes 100 (28.0)

Sometimes 98 (27.5)

Often 2 (0.6)

Very often 0 (0.0)

Discrimination No 246 (69.1)

Yes 110 (30.9)

Sometimes 106 (29.8)

Often 4 (1.1)

Very often 0 (0.0)

Missing 1

Physical assault No 349 (97.8)

Yes 8 (2.2)

Sometimes 8 (2.2)

Often 0 (0.0)

Very often 0 (0.0)

WVE=workplace violence experience; K-WVS=Korean Workplace Violence

Scale; Possible range: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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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장 내 안전관리체계 

 

방문간호사의 직장 내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인식은 Table 7, Figure 4

와 같다. 한국형 작업장 폭력 평가도구(K-WVS)의 ‘조직의 폭력보호체

계’ 요인 중 예방 문항에 대한 총점은 평균 5.32점(SD=3.61), 사후관리 

문항에 대한 총점은 평균 5.35점(SD=3.14)이었다.  

각 항목 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직장 내에 방문간호 대상자 및 가

족구성원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

한 문항에 그렇다(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112명

(32.6%),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232명(67.4%)이었다. 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다양한 조치를 해

준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문항에는 그렇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119명

(34.6%),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225명(65.4%)이었다. 직장 내

에 방문간호 대상자 및 가족구성원의 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 프로

그램과 행동지침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는 그렇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184명(53.5%),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160명

(46.5%)으로 나타났다. 직장이 방문간호 대상자 및 가족구성원의 폭력으

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지에 대한 문항에는 그렇다

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119명 (34.6%),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대상자

는 225명(65.4%)이었다. 직장 내에 방문간호 대상자 및 가족구성원의 

폭력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잘잘못을 가리는 과정(지침, 내부 규정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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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에 대한 문항에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92명(26.7%), 그

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252명(73.3%)으로 조사되었다.  

폭력 발생 이후 사후 관리를 살펴보면, 폭력을 당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 도와주는 상사가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153명(44.7%),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189명(55.3%)이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도와주

는 동료가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196명(57.3%), 그렇지 않다고 146

명(42.7%)이었다. 직장은 폭행을 당하면서 입은 마음의 상처를 공감하고 

위로해 준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186명(54.4%),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156명(45.6%)이었다. 직장이 폭력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

결에 준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113명(33.0%),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대

상자는 229명(67.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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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afety Management System (N=357) 

Variables Categories n % 

Prevention policy 

 (n=342) 

Mean±SD 5.32±3.61 

Range 0-15 

∙ 직장 내에 방문간호 대상자 및 가족구성원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렇다 112 32.6  

그렇지 않다 232 67.4  

∙ 직장은 방문간호 대상자 및 가족구성원에게 

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다양한 조치를 해준다 

그렇다 119 34.6  

그렇지 않다 225 65.4  

∙ 직장 내에 방문간호 대상자 및 가족구성원의 

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행동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그렇다 184 53.5  

그렇지 않다 160 46.5  

∙ 직장은 방문간호 대상자 및 가족구성원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해준다 

그렇다 119 34.6  

그렇지 않다 225 65.4  

∙ 직장 내에 방문간호 대상자 및 가족구성원의 

폭력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잘잘못을 가리는 

과정(지침, 내부 규정 등)이 있다 

그렇다 92 26.7  

그렇지 않다 252 73.3  

Post-event management 

(n=345) 

Mean±SD 5.35±3.14 

Range 0-12  

∙ 폭력을 당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 

도와주는 상사가 있다 

그렇다 153 44.7  

그렇지 않다 189 55.3  

∙ 폭력을 당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 

도와주는 동료가 있다 

그렇다 196 57.3  

그렇지 않다 146 42.7  

∙ 직장은 폭행을 당하면서 입은 마음의 상처를 

공감하고 위로해준다 

그렇다 186 54.4  

그렇지 않다 156 45.6  

∙ 직장은 폭력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준다 

그렇다 113 33.0  

그렇지 않다 229 67.0  

Note. 그렇다=매우 그렇다(3), 약간 그렇다(2);  

그렇지 않다=약간 그렇지 않다(1), 전혀 그렇지 않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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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afety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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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업장 폭력 경험과 개인적 위험 요인 간의 상관관계 

 

작업장 폭력 경험과 개인적 위험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연령(r=.-19, p<.001), 간호사 경력(r=-.12, p=.027), 

방문 건수(r=.13, p=.020)가 작업장 폭력 경험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작업장 폭력의 유형 별로 살펴보면, 언어 폭력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위험 요인은 연령(r=-.21, p<.001), 간호사 경력(r=-.13, p=.015), 

담당 대상자 수(r=.11, p=.049)였다. 성적 폭력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

는 요인은 방문 건수(r=.11, p=.050)였고, 위협 또는 괴롭힘과 유의한 상

관관계가 있는 요인은 방문 건수(r=.13, p=.019)였다. 차별 대우와 유의

한 상관관계가 있는 요인은 연령(r=-.15, p=.005), 간호사 경력(r=-.18, 

p=.001)이었다. 신체적 폭행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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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rrelations among Workplace Violence and Individual Risk 

Factors  

Variables 
Total Verbal Sexual Threat 

Discrimi

nation 

Physical 

assault 

r (p) r (p) r (p) r (p) r (p) r (p) 

Age 
-.19 

(<.001) 

-.21 

(<.001) 

-.09 

(.077) 

-.08 

(.121) 

-.15 

(.005) 

-.06 

(.284) 

W/E as RN 
-.12 

(.027) 

-.13 

(.015) 

-.01 

(.906) 

-.01 

(.876) 

-.18 

(.001) 

-.01 

(.886) 

W/E as visiting nurse 
-.04 

(.438) 

-.04 

(.485) 

-.06 

(.293) 

.05 

(.350) 

-.05 

(.378) 

-.09 

(.096) 

Appearance 
.01 

(.885) 

-.01 

(.886) 

.04 

(.445) 

.03 

(.660) 

-.00 

(.941) 

.04 

(.499) 

Number of patients in 

charge 

.09 

(.111) 

.11 

(.049) 

.01 

(.924) 

.11 

(.050) 

.03 

(.550) 

-.02 

(.705) 

Number of visit 
.13 

(.020) 

.64 

(.238) 

.11 

(.050) 

.13 

(.019) 

.10 

(.081) 

-.03 

(.645) 

Note. W/E=Work Experience. 

 

 

6)  작업장 폭력 경험과 작업장 위험 요인의 오즈비  

 

(1) 작업장 폭력 (전체) 

지난 1년 간 방문대상자 및 가족구성원이 방문 시 방문간호사에게 폭

력을 행사한 대상자에 노출된 적이 있었던 경우 작업장 폭력을 경험할 

위험이 3.84배(95% CI=2.24~6.60) 높고, 방문대상자 및 가족구성원이 

성범죄 기왕력이 있는 대상자에 노출된 적이 있었던 경우 작업장 폭력을 

경험할 위험이 2.82배(95% CI=1.69~4.7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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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어 폭력 

지난 1년 간 방문대상자 및 가족구성원이 방문 시 방문간호사에게 폭

력을 행사한 대상자에 노출된 적이 있었던 경우, 언어 폭력을 경험할 위

험이 4.55배(95% CI=2.80~7.42) 높고, 방문대상자 및 가족구성원이 성

범죄 기왕력이 있는 대상자에 노출된 경우 언어 폭력을 경험할 위험이 

2.36배(95% CI=1.50~3.7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3) 성적 폭력 

지난 1년간 정신질환 대상자에 노출된 경우 성적 폭력을 경험할 위험

이 1.46배(95% CI=1.35~1.57) 높고,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는 대상자

에 노출된 경우 성적 폭력을 경험할 위험이 5.65배(95% 

CI=1.30~24.53) 높았다. 가정폭력 기왕력 대상자에 노출된 경우 성적 

폭력을 경험할 위험이 2.94배(95% CI=1.30~6.65) 높으며, 범죄 경력이 

있는 대상자에 노출된 경우 성적 폭력을 경험할 위험이 2.81배(95% 

CI=1.12~7.0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전에 방문간호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 대상자에 노출된 경우 성적 폭력을 경험할 위

험이 3.35배(95% CI=2.05~5.49) 높고, 성범죄 기왕력이 있는 대상자에 

노출된 경우 성적 폭력을 경험할 위험이 3.83배(95% CI=2.32~6.35) 높

으며,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대상자에 노출된 경우 성적 폭력을 경

험할 위험이 1.47배(95% CI=1.36~1.5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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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협 및 괴롭힘 

지난 1년간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는 대상자에 노출된 경우 위협 및 

괴롭힘을 경험할 위험이 3.60배(95% CI=1.05~12.38) 높고, 알코올 중

독 대상자에 노출된 경우 위협 및 괴롭힘을 경험할 위험이 1.46배(95% 

CI=1.36~1.58) 높았다. 또한 범죄 경력이 있는 대상자에 노출된 경우 

위협 및 괴롭힘을 경험할 위험이 2.44배(95% CI=1.02~5.83) 높고, 이

전에 방문간호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 대상자에 노출된 경우 위

협 및 괴롭힘을 경험할 위험이 4.66배(95% CI=2.77~7.86), 성범죄 기

왕력이 있는 대상자에 노출된 경우 위협 및 괴롭힘을 경험할 위험이 

2.86배(95% CI=1.73~4.7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5) 차별 대우 

지난 1년간 정신질환 대상자에 노출된 경우 차별 대우를 경험할 위험

이 1.47배(95% CI=1.36~1.68배) 높고, 가정폭력 기왕력 대상자에 노출

된 경우 2.67배(95% CI=1.22~5.87), 아동학대 기왕력 대상자에 노출된 

경우 3.93배(95% CI=2.06~7.50), 범죄 경력이 있는 대상자에 노출된 

경우 7.23배(95% CI=2.15~24.3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전에 

방문간호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 대상자에 노출된 경우 차별 대

우를 경험할 위험이 2.39배(95% CI=1.47~3.88), 성범죄 기왕력이 있는 

대상자에 노출된 경우 차별 대우를 경험할 위험이 2.01배(95% 

CI=1.24~3.2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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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체적 폭행  

신체적 폭행의 경우,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작업장 위험 요인에서 지난 1년간 노출된 경우 신체적 폭행을 경험할 

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위험한 거주지(OR=1.02, 95% 

CI=1.01~1.04), 단독 방문(OR=1.03, 95% CI=1.01~1.04), 정신질환 대

상자(OR=1.03, 95% CI=1.01~1.04), 자살시도 기왕력 대상자(OR=1.03, 

95% CI=1.01~1.05), 알코올 중독 대상자(OR=1.03, 95% 

CI=1.01~1.05), 가정 폭력 기왕력 대상자(OR=1.04, 95% 

CI=1.01~1.07), 아동 학대 기왕력 대상자(OR=1.05, 95% 

CI=1.00~1.10), 범죄 경력 대상자(OR=1.03, 95% CI=1.01~1.06), 방문

간호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 대상자 (OR=10.20, 95% 

CI=1.24~83.89), 성범죄 기왕력이 있는 대상자(OR=8.79, 95% 

CI=1.07~72.29)에 노출된 경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할 위험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Tab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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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작업장 폭력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10은 개인적 위험 요인, 작업장 위험 요인, 직장내 안전관리체

계의 예방적 측면이 작업장 폭력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분석 전 자료 탐색 결과, 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은 대부

분 ‘이따금’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자주’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언어 

폭력 3명(0.8%), 위협 또는 괴롭힘 2명(0.6%), 차별 대우 4명(1.1%)이

었고 성적 폭력은 없었다. 또한 모든 폭력 유형에서 ‘매우 자주’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전무하였다. 따라서 결과 변수를 연속 변수로 처리하기

보다는 이분형 변수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신체적 폭행의 경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

자가 8명(2.2%)에 불과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영향 요인 탐색

이 불가하였다. 분석은 다중대입법(MI)를 활용하여 결측치가 대치된 5개

의 데이터 세트로 결합한 결과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유형의 작업장 폭력 중 하나라도 경험이 있는 경우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변수는 연령(OR=0.91, 95% CI=0.86~0.95), 고용

형태(OR=2.95, 95% CI=1.10~7.88), 이전에 방문간호사에게 폭력을 행

사한 적이 있는 대상자에게 노출 여부(OR=3.76, 95% CI=1.97~7.15)였

다. 각각의 폭력 유형 별로 살펴보면, 언어 폭력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

수록 언어 폭력 위험이 0.91배(95% CI=0.87~0.95)로 낮아지고, 고용형

태 상 기간제일 경우 언어 폭력 위험이 2.66배(95% CI=1.05~6.72)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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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담당 대상자 수가 100명씩 증가할수록 언어폭력 위험이 1.17

배(95% CI=1.01~1.35) 증가하였다. 이전에 방문간호사에게 폭력을 행사

한 적이 있는 대상자에게 노출된 경우 언어 폭력을 경험할 위험이 4.97

배(95% CI=2.73~9.06) 높았다. 성적 폭력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위험이 0.96배(95% CI=0.91~1.00) 낮아졌다. 이전에 방문간호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 대상자에게 노출된 경우 성적 폭력을 경험할 

위험이 2.22배(95% CI=1.26~3.91) 높고, 성폭력 기왕력이 있는 대상자

에게 노출된 경우 성적 폭력을 경험할 위험이 2.90배(95% 

CI=1.49~5.6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협 또는 괴롭힘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위험이 0.95배(95% CI=0.90~0.99) 감소하고, 기간제일 경

우 위험이 3.57배(95% CI=1.44~8.81) 높아졌다. 이전에 방문간호사에

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 대상자에게 노출된 경우 위협 또는 괴롭힘

을 경험할 위험이 3.78배(95% CI=2.06~6.92) 높았다. 연령이 증가할수

록 차별 대우를 경험할 위험은 0.94배(95% CI=0.90~0.99)로 감소하였

고, 기간제일 경우 위험이 3.18배(95% CI=1.30~7.78) 높아졌다. 아동학

대 기왕력이 있는 대상자에게 노출된 경우 차별 대우를 경험할 위험이 

2.75배(95% CI=1.49~5.09) 높고 이전에 방문간호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 대상자에게 노출된 경우 차별 대우의 위험이 1.91배(95% 

CI=1.02~3.59) 높았다.  

 직장내 안전관리체계의 예방 정책은 모든 형태의 작업장 폭력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나지 않아, 조절 효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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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작업장 폭력 결과: 우울, 불안, 직무 만족, 이직 의도  

 

작업장 폭력의 결과는 Table 11와 같다. 연구 참여자의 우울 수준은 

평균 3.20점(SD=3.65)이었고, 불안 수준은 2.01점(SD=2.78)이었다. 우

울 측정도구인 PHQ-8의 절단점인 10점 이상인 대상자는 6.6%(23명)이

었으며, 불안 측정도구인 GAD-7의 절단점인 10점 이상인 대상자는 

3.1%(11명)이었다. 직무 만족은 평균 9.69점(SD=2.19), 이직 의도는 

13.36점(SD=4.34)이었다.  

 

Table 11. Consequences of Workplace Violence (N=357) 

Variables   Mean±SD Range 

Depression (n=350) 3.20±3.65 0-24 

Anxiety (n=352) 2.01±2.78 0-21 

Job satisfaction (n=352) 9.69±2.19 4-16 

Turnover intention (n=355) 13.36±4.34 4-20 

 

 



 

 

 90 

9)  작업장 폭력 경험 및 직장내 안전관리체계-사후관리와 우울, 불안, 직

무 만족, 이직 의도와의 상관관계  

 

작업장 폭력 경험과 우울, 불안, 직무 만족 및 이직 의도와의 상관관

계는 Table 12와 같다. 작업장 폭력 총점은 우울(r=.13, p=.012), 불안

(r=.21, p<.001), 이직 의도(r=.25, p<.001)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직무 만족(r=-.18, p=.001)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작업장 폭력의 유형 별로 살펴보면, 언어폭력은 우울(r=.11, p=.047), 

불안(r=.16, p=.003), 직무 만족(r=-.15, p=.004), 이직 의도(r=.22,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성적 폭력 또한 우울

(r=.13, p=.024), 불안(r=.14, p=.008), 직무 만족(r=-.14, p=.011), 이직 

의도(r=.16, p=.002)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위협 또는 

괴롭힘의 경우, 불안(r=.19, p<.001), 직무 만족(r=-.12, p=.030), 이직 

의도(r=.14, p=.009)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차별 대우는 불안

(r=.13, p=.015), 직무 만족(r=-.11, p=.047), 이직 의도(r=.18, p=.001)

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신체적 폭행은 우울, 불안, 직무 만족, 이

직 의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직장내 안전관리체계의 사후관리 측면은 우울(r=.-18, p=.001), 불안

(r=.-17, p=.002), 이직 의도(r=-.20, p<.001)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고, 

직무 만족(r=.40, p<.001)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1 

Table 12. Correlation among Workplace Violence Experience and 

Post-event management and Depression, Anxiety, Job satisfaction, 

Turnover intention  

Variables 
Depression Anxiety 

Jab 

satisfaction 

Turnover 

intention 

r (p) r (p) r (p) r (p) 

 

Workplace 

Violence 

Experience 

Total 
.13 

(.012) 

.21 

(<.001) 

-.18 

(.001) 

.25 

(<.001) 

Verbal 
.11 

(.047) 

.16 

(.003) 

-.15 

(.004) 

.22 

(<.001) 

Sexual 
.13 

(.024) 

.14 

(.008) 

-.14 

(.011) 

.16 

(.002) 

Threat/ 

harassment 

.09 

(.095) 

.19 

(<.001) 

-.12 

(.030) 

.14 

(.009) 

Discrimination 
.06 

(.246) 

.13 

(.015) 

-.11 

(.047) 

.18 

(.001) 

Physical 

assault 

.06 

(.266) 

.03 

(.613) 

-.02 

(.747) 

.07 

(.184) 

Post-event management 
-.18 

(.001) 

-.17 

(.002) 

.40 

(<.001) 

-.20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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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작업장 폭력 경험이 우울, 불안, 직무 만족,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

향과 직장내 안전관리체계-사후관리의 역할 

 

방문간호사의 작업장 폭력 경험이 우울, 불안, 직무 만족,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직장내 안전관리체계의 사후관리적 측면의 역

할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결측치를 처리하

기 위한 방법으로 다중대입법(MI)를 활용하였다. 최종 분석 결과는 다중 

대입법을 통해 생성된 5개의 데이터 세트의 결합으로 추론된 값을 확인

하였다.   

모델 1에서는 작업장 폭력 경험을 투입하고, 모델 2에서는 사후관리를, 

모델 3에서는 두 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독립변수인 작업장 

폭력 경험과 조절변수인 사후관리의 상호작용항의 다중공선성을 없애기 

위하여 평균중심화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곱으로 상호작용항을 생성

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1)  자료 탐색 

회귀분석을 위한 가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치된 5개 데이터 세트 모

두를 검토하였다. 설명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팽창계수(VIF)를 확인한 결과 1.01~1.03로 확인되어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Durbin-Watson 검정 결과 종

속 변수가 우울인 경우 2.04~2.10, 불안인 경우 2.06~2.15, 직무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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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 1.85~1.91, 이직 의도인 경우 1.90~1.96으로 2에 가까워 오차

의 독립성을 확인하였다. 5개의 데이터 세트 모두에서 오차항의 정규성

은 표준화된 잔차의 정규확률 도표를 확인하였을 때 문제가 없었으며, 

오차항의 등분산성 및 모형의 선형성은 표준화된 잔차의 산점도를 확인

한 결과 무작위로 분포하고 outlier가 5%보다 작은 값으로 문제가 없음

을 확인하였다.  

 

(2)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델 1에서 작업장 폭력 경험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318, p=.022). 모델 2에서 작업장 폭력 경험은 우울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후관리는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B=-0.180, p=.005). 모델 3에서 사후관리만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고(B=-0.181, p=.005) 상호작용항이 유의하지 않아 작업장 폭력 경험

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사후관리의 조절효과는 없었다(Table 

13).  

 

Table 13. Factors related to Depression (N=357)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Coeff. p Coeff. p Coeff. p 

Intercept  2.814 <.001 3.859 <.001 3.864 <.001 

WVE 0.318 .022 0.263 .058 0.261 .061 

PEM   -0.180 .005 -0.181 .005 

WVE Ｘ PEM†     -0.011 .821 

Note. WVE= workplace violence experience; PEM= post-event management; 

Coeff.=coefficient;†input mean-centered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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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델 1에서 작업장 폭력 경험은 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402, p<.001). 모델 2에서 작업장 폭력 경험(B=0.364, 

p=.001)과 사후관리(B=-0.124, p=.010)는 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모델 3에서는 작업장 폭력 경험(B=0.362, p=.001)과 사후관리(B=-

0.125, p=.010)는 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호

작용항이 유의하지 않아 작업장 폭력 경험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사후관리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14).  

 

 

 

Table 14. Factors related to Anxiety (N=357)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Coeff. p Coeff. p Coeff. p 

Intercept 1.463 <.001 2.181 <.001 2.185 <.001 

WVE 0.402 <.001 0.364 .001 0.362 .001 

PEM   -0.124 .010 -0.125 .010 

WVE Ｘ PEM†     -.009 .800 

Note. WVE= workplace violence experience; PEM= post-event management; 

Coeff.=coefficient;†input mean-centered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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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델 1에서 작업장 폭력 경험은 직무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287, p<.001). 모델 2에서 작업장 폭력 경험

(B=-0.208, p=.006)과 사후관리(B=0.257, p<.001)는 직무 만족에 유의

한 영향을 미쳤다. 모델 3에서는 작업장 폭력 경험(B=-0.198, p=.010)

과 사후관리(B=0.262, p<.001)는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상호작용항이 유의하지 않아 작업장 폭력 경험이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사후관리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15).  

 

 

 

 

Table 15. Factors related to Job Satisfaction (N=357)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Coeff. p Coeff. p Coeff. p 

Intercept 10.098 <.001 8.605 <.001 8.588 <.001 

WVE -0.287 <.001 -0.208 .006 -0.198 .010 

PEM   0.257 <.001 0.262 <.001 

WVE Ｘ PEM†     0.045 .082 

Note. WVE= workplace violence experience; PEM= post-event management; 

Coeff.=coefficient;†input mean-centered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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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델 1에서 작업장 폭력 경험은 이직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755, p<.001). 모델 2에서 작업장 폭력 경험

(B=0.687, p<.001)과 사후관리(B=-0.222, p=.002)는 이직 의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쳤다. 모델 3에서는 작업장 폭력 경험(B=0.672, p<.001)과 

사후관리(B=-0.230, p=.002)는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상호작용항이 유의하지 않아 작업장 폭력 경험이 이직 의

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사후관리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16). 

 

 

Table 16. Factors related to Turnover Intention (N=357)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Coeff. p Coeff. p Coeff. p 

Intercept 12.260 <.001 13.550 <.001 13.575 <.001 

WVE 0.755 <.001 0.687 <.001 0.672 <.001 

PEM   -0.222 .002 -0.230 .002 

WVE Ｘ PEM†     -0.066 .214 

Note. WVE= workplace violence experience; PEM= post-event management; 

Coeff.=coefficient;†input mean-centered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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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적 연구: 포커스 그룹 인터뷰  
 

1) 연구참여자 특성  

 

포커스 그룹의 적절한 참여자 수는 6~10명 정도로 6명 이하이면 토의

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10명 이상이면 통제하기 어렵다는 질적 

연구의 지침(Morgan, 2007)에 따라 총 6명의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성별은 모두 여성이고, 연령은 48~60세까지 구성되었으

며, 평균 연령은 56.67세이다. 교육 수준은 3명이 전문대 졸업, 3명이 

대학교 졸업이었으며, 모두 기혼이었다. 간호사 근무 경력은 최저 14년

에서 최고 23년까지였으며, 방문간호사 근무 경력은 최저 10년 4개월에

서 최고 13년이었다. 고용 상태는 3명은 기간제, 3명은 무기계약직이었

다(Tabl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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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s 
Participant 

1 

Participant 

2 

Participant 

3 

Participant 

4 

Participant 

5 

Participant 

6 

Gender Female Female Female Female Female Female 

Age 

(year) 
60 59 60 59 54 48 

Level of 

Education 
ADN ADN BSN BSN BSN ADN 

Marital 

Status 
Married Married Married Married Married Married 

W/E as 

RN 
19Y 16Y 7M 14Y 17Y 6M 18Y 23Y 

W/E as 

visiting 

nurse 

10Y 8M 10Y 4M 11Y 12Y 6M 13Y 11Y 

Types of 

Employment 

Contracts 

Fixed 

-term 

Fixed 

-term 

Fixed 

-term 
Indefinite  Indefinite  Indefinite  

Note. ADN= associate degree in nursing; BSN=bachelor of science in nursing; W/E=work 

experience; Y=year; M=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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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결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방문간호사의 작업장 폭력 경험에 대하여 2

개의 범주와 4개의 주제, 16개의 하위 주제가 도출 되었다(Table 18). 

‘폭력 경험과 영향’의 범주에는 ‘방문간호사가 맞닥뜨린 폭력’과 ‘폭력 경

험 이후의 변화’의 두 주제가 도출되었고, ‘폭력 문제 관리의 실제’ 범주

에서는 ‘개인적인 대응 노력’과 ‘미진한 조직적 관리’라는 두 주제가 도

출되었다.  

 

가.  폭력 경험과 영향  

방문간호사들은 일반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흔히 발생하는 폭

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대상자들의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업무의 

특성 상 타 직종과는 다른 양상의 폭력 또한 겪고 있었다. 방문간호사에

게 행해지는 폭력은 대상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으로부터 발

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가정방문을 한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이어

지기도 하였다. 방문간호사들은 폭력 경험 이후에 정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방문간호 활동 태도에 있어서도 변화를 겪고 있었다.  

 

(1) 방문간호사가 맞닥뜨린 폭력  

방문간호사들은 업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폭력 상황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폭력 상황은 방문간호 대상자 또는 그 가족들이 방문간호사에게 

‘불만과 분노를 언어적으로 표출’하며 위협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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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가 흔하였고, 대상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환경으로부터 발생하

는 ‘예상치 못한 위험’도 있었으며, ‘방문 이후에도 계속되는 괴롭힘’도 

빈번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①  불만과 분노의 언어적 표출 

방문간호사들은 언어 폭력과 위협에 자주 노출되었다. 방문간호 시 신

체적인 폭행이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대상자들이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과 함께 위협, 협박을 하는 경우가 빈

번하다고 하였다. 특히 대상자들은 방문간호사에게 소모품을 많이 얻고 

싶은 욕구가 있을 때, 본인이 받고 있는 복지 혜택에 불만이 있을 때 방

문간호사에게 언어 폭력과 위협을 가하며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고 하였다.  

 

“우리가 기관에서 나가다 보니까 제도에 대한 비판을 하고, ‘너희가 우

리 덕분에 먹고 사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중략) 국가에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당함을 우리 방문간호사, 저한테 해소 할 

때는......” (참여자 3) 

“가면 그 때부터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중략) 쓸 데 

없는 기계를 가지고 와서 함부로 재고, 함부로 말한다’고. ‘당신은 어

디에서 교육을 받았느냐, 너 소속이 어디냐.’ 이러면서 언어폭력이 시

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참여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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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적 수치심 자극  

방문간호사들은 원치 않는 성희롱으로 성적 수치심이 자극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특히 가정방문 시 대상자가 지나치게 노출된 상태로 있거

나, 건강상담 중 갑자기 언어적인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

다. 또한 방문간호사에게 시청각적인 음란물을 보여 주어 불쾌함을 유발

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상자의 공간 안에서 방문간호 활동이 이루어지는 

만큼, 직접적인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성적 불쾌감

이나 모욕감을 갖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가기 전에. ‘몇 시에 가겠습니다.’라고 전화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할

아버지가 팬티만 입고 있어요.” (참여자 4)  

“50대 남자 대상자를 신규로 방문 갔는데 방에 다 여성 그림이예요, 

여성 나체. 나체 그림이 천정, 벽, 다 쫙 깔렸는데, 그 집에 딱 들어가

면 조명부터 달라요. 조명이 꼭 룸에 들어가는 것 같이, 요정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좁은 침대에 앉아서 음악도 깔아놓고 있어요. 그 분

이 하는 말씀은, 말은 건전하게 해요. ‘나는 혼자 사니까, 내가 밖에 나

가서 다른 여자를 범하면 그것은 성폭행 아니냐, 나는 그렇게 하지 않

는 대신, 이 안에서 분위기를 즐기면서 남자로서 느낀다.’ 이렇게 이야

기하고요.” (참여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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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예상치 못한 위험 

 방문간호사들은 방문 대상자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당하는 것 이외에도 

주변 환경으로 인하여 예견하지 못한 폭력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방문 전 대상자에 대한 기본 정보를 파악함에도 불구하고 이러

한 정보는 부정확하거나 일부 정보는 접근이 제한되어 알기 어렵기 때문

에 예기치 못한 폭력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하였다. 서류 상 독거 대

상자이나 실제로는 다른 가족구성원이 있어 폭력에 노출되거나, 대상자

의 이웃으로부터 폭력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이 사람이 독거라고 생각하고 방문했는데 아들이 갑자기 술병을 들고 

쫓아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런 위험 요소도 있었구나.’” 

(참여자 5)  

“방문 가서 할머니를 불렀는데 옆집 할아버지가 때리려고 쫓아 나오셔 

가지고 제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친 적이 있었어요. 도망가

서 카페 같은 데에 숨어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저희 

구에서 전수조사 할 때가 있었는데, 전수조사 하면서 문 두드리니까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욕을 하면서 쫓아 나오셔서 무슨 추격전을 하듯

이 막 도망 다닌 적이 몇 번 있어 가지고.” (참여자 6) 

 

④  방문 이후에도 계속되는 괴롭힘 

 방문간호사들은 방문을 했을 당시뿐만 아니라 방문 이후에도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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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력 경험 이후의 변화 

폭력을 경험한 방문간호사는 먼저 가정방문 시 폭력 위험에 대한 ‘두

려움’에 사로잡혔으며, 이어 ‘부정적인 정서가 확장’되는 경험을 하게 되

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방문간호사는 점차 ‘방문간호 서비스에 임

하는 태도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① 배가된 두려움 

 방문간호사들이 폭력을 경험하게 되면,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할까 두

려운 마음이 든다고 하였다. 폭력을 행사한 대상자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다른 방문 대상자, 이웃 등에게 폭력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걱정하며 두려워하였다. 특히 정신질환을 가진 가정방문 대상자에게 폭

력을 당한 경험이 있었던 경우, 다른 정신질환을 가진 대상자를 방문하

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 진단은 받지 않았으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를 만날 수도 있을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였다. 

 

“그 다음부터 제가 트라우마가 생겼는데, 이 동을 방문을 하다가 그 

사람을 만나면 어쩔까, 맨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중략) 그 때는 혼자 

다녔으니까. 항상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략) 그 길 갈 

때마다 ‘그 사람이 혹시 보고 있지는 않을까’하는 무서움, 두려움. 그

런 게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참여자 4)  

“그러고 나서는 방문하면 할머니들이 문 열어 놓으면 굉장히 무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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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예요. 누가 들어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참여자 6)  

 “정신과 환자이기 때문에 폭력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방

문하기가 좀 무섭잖아요. 꺼려지고.” (참여자 3)  

“정신 등급은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그 분들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 

등급 받는 것보다 더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등급은 안 받고. 그런 

사람을 만날 것 같은 두려움.” (참여자 1)  

 

 

②  부정적 정서의 확장  

 폭력 경험을 한 방문간호사는 두려움에 이어 자존감이 하락 되고 부

정적인 생각이 들게 된다고 호소하였다. 또한 방문간호사들은 대부분 정

규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방문간호 대상자나 가족들로부터 신분에 

대한 의심과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러한 경험은 방문

간호사들을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언어폭력 같은 경우는 자존감을 하락시켜요. 자기 업무를 못할 만큼 

그렇게 자존감을 하락시키더라고요.” (참여자 3) 

“전화를 하는 것 자체도 뭐 보이스 피싱이냐, 어디냐, 이런 것 처음 

들어본다, 그렇게 해도 약속 잡기도 힘들어요. 저희는 두 달 전에 안내

문도 미리 보내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갔는데 믿지 못

해 가지고 저 앉혀놓고 진짜인지 동사무소로 확인 전화 하고, 또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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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제 이름이 있는지 확인까지 하

고, 팀장님, 직원들 바꿔서 통화도 하게끔 하고.” (참여자 5) 

“어르신이 막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공무원이냐고.” (참여자 2) 

“당신들(대상자)이 갑이고 너희(방문간호사)는 을이다. 너희가 사는 것

은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월급을 탄다, 이런 것들이 기본

적인 개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아주 그렇게 막 대해도 된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참여자 1) 

  

 

③ 방문 관련 서비스 태도의 변화 

폭력 경험이 있는 방문간호사는 폭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을 망설이게 되었던 사례를 이야기하였다. 망설임 끝에 서비

스 제공을 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행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였

다. 이는 방문간호 업무 자체에 대한 회의감으로 이어졌다.  

 

 “더 방문할 것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방문을 못하고 돌아오

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중략) 그 때마다 내가 적극적

으로 해서 내게 어떤 트라우마가 올까, 또 어떤 피해가 올까 그런 생각

이 많이 들었고요.” (참여자 5) 

“그러고 나면 저는 이상하게 ‘이거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전화를 하기

가 참 두렵고.” (참여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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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를 한 번 당하면, 일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왜 여기서 이 대우

를 받아가면서 이 일을 내가 해야 할까. 큰 산이라고. 그렇다고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해주나.” (참여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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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폭력 문제 관리의 실제 

방문간호사들이 겪고 있는 폭력과 관련하여 조직적인 보호 체계가 완

전하게 구축되지 못한 상태였고, 일부 장치들도 현실적인 한계로 인하여 

온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방문간호사들은 

미진한 조직적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방문간호사 개인으로서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1)  개인적인 대응 노력  

 방문간호사들은 폭력 위험을 ‘감(感)으로 스크리닝’ 하고 그동안의 ‘연

륜을 바탕으로 대비하고 대처’하는 방식에 익숙했다. 개인정보가 노출되

어 폭력에 시달렸던 이전 경험으로 인해 대상자에게 ‘개인정보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방문간호사로서의 역할과 대상자와의 관

계를 지키면서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방문간호를 하기 위해 

‘책무와 안전 사이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①  감(感)으로 스크리닝 

방문간호사들은 고위험 대상자를 스크리닝하는 데 있어서 구조화된 스

크리닝 도구가 없기 때문에 개인의 직감에 의존하고 있었다. 방문간호사 

개인의 느낌으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 경우에 폭력 발생에 대한 대비를 

하게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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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날 약속을 하고 하는데, 오래 되다 보니까, 뭐라고 그럴까, 저희가 

목소리만 들으면 알아요. 대충 감으로 거의 한 70~80%는 아는 것 같

아요. 그렇죠, 선생님? ‘아, 이 사람은 힘들겠다.’, ‘아, 이 사람은 순한 

사람이구나.’ 벌써 이렇게 저희가 사전 전화할 때 대충 알아요. 그러면 

조심을 많이 하죠.” (참여자 2) 

“제가 방문을 해야 하는데 그 분이 목소리가 이상하다거나 정보가 약

간...좀...조심해야겠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스마

트 워치를) 꼭 가지고 나가요.” (참여자 6) 

 

② 연륜으로 대비∙대처 

방문간호사들이 폭력을 예방하는 방법과 폭력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

처하는 방법은 방문간호사 개인이 그동안의 경험으로부터 축적한 노하우

로서 터득된 방식이었다. 따라서 경력이 있는 방문간호사들은 그동안의 

연륜과 경험을 통해 폭력 상황에 비교적 잘 대처할 수 있지만, 경력이 

짧은 방문간호사들은 대처 기술이 상대적으로 미숙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집을 보

면 대충 알아요. 고시원이다, 아파트다, 주택 지하다 그러면, 나오게 해

요. 나와서 그 안에 들어가진 않아요. 들어가진 않고 그 문 앞에 걸터앉

는다든지, 앞에 평상 같은 데 앉든지 그렇게 하지, 저 같은 경우는 그 



 

 

 110 

집 안을 쓱 보고 그림 붙어있다 그러면 안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그

렇게 문 밖에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참여자 2)  

“‘자기 부인하고 자기는 뭐 어떻게 하니까.’ 그런 (성적인) 이야기를 막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 그러십니까? 그것은 비뇨기과적인 문제군

요. 그럼 비뇨기과에 가셔서 꼭 상담 받으세요.’ 하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저야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말 할 수도 있지만, 젊은 선생님들 같

은 경우에는 굉장히 당황하고 다음에는 그 분을 보고 싶지 않고 징그럽

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여자 4)  

  

 

③ 개인정보 노출을 피하기 위한 노력 

 방문간호사들은 방문 이후 지속되는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하여 업무 

시에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직접 집집

마다 찾아가야 하는 업무의 특성 상, 대상자와의 연락을 위하여 부득이

하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노출되는 것이 아주 골치 아프니까, 저는 명함 같은 것도 안 줘요.” (참

여자 2) 

“사용을 안 하려고 노력하지요. 정말 노출되지 않으려고. 그런데 지역에 

나가면 문이 번호로 되어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서, 저희가 방문을 나

가면 그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왔다. 문 좀 열어 달라.’ 이런 말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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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돼요. 그러는 과정에서 한 번 노출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사무실 전

화로 안 하고 내 개인 핸드폰으로 하지요.” (참여자 1)  

  

 

④ 책무와 안전 사이의 줄타기 

방문간호사들은 책임감과 안전 사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대상

자와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안전을 위한 지침을 따를 수 

없는 경우도 있음을 호소하였다. 폭력 경험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건강

관리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간호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는 동시

에 안전에 대한 염려를 나타내었다.  

 

“그렇게 발신자 제한 하고 그런 것은 서로 신뢰성이, 신뢰를 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참여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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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진한 조직적 관리  

 연구 참여자들은 방문간호사들이 겪고 있는 폭력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조직적인 관리가 매우 미진하다고 이야기하였다. 방문대상자에 대한 ‘사

전 정보와 지원은 부족’하고, 폭력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에 대한 교육은 미비’하였으며, ‘일부 시행되고 있는 예방 전략들은 동 

단위의 편차’가 컸다. 조직 내에서 방문간호사들의 안전 문제는 ‘타 직종

과의 협조와 이해 부족’으로 중요시되지 않고 해결되지 못한 채 지속되

었다. 게다가 방문간호 인력의 낮은 고용 안정성은 ‘업무의 연속성을 떨

어뜨리고’, 이는 문제가 반복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① 사전 정보와 지원 부족 

연구 참여자들은 방문 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방문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토로하였다. 특히 범죄 경력, 성범죄 

경력, 정신질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상태에서 방문을 

하는 것을 위험 요인으로 인식하였다. 매뉴얼에 방문 전 성 범죄자 조회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 범죄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되어 있으나 서비

스 자체를 처음 들어보거나 이용하는데 복잡함을 느껴서 사용하지 않는

다고 하였다. 또한 대상자 정보에 대한 시스템 접근성이 사회복지사에 

비해 제한되어 사전정보를 파악하기 힘들다고 하였다. 방문간호사는 방

문 예정 대상자의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가 없어서 사회복지사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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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같은 경우도 전혀 알 수가 없죠. (중략) 저 같은 경우도 올해 

두 명이 있었거든요. 복역을 18년 했다가 나오신 분, 이런 분들이 굉

장히 무서워요. 그걸 아는 순간은, 오싹 한다고 그래야 하나?”   (참여

자 3) 

“정신과 쪽에 있는 분들이, 예를 들면 조현병 아니면 망상이 있는 

분들에 대한 것은 정신 몇 급이다 이렇게만 정보를 접할 수 있지 그 

이외의 구체적인 것들은 잘 모르거든요.” (참여자 2) 

 “성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말 알기 힘든 것 같아요. 그 

분들이 노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범죄자라고 주민센터

에 신고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경찰서 가서 알아보면 알아볼 

수 있겠지만, 그럴 경우에 그 분이 성범죄자인지 아닌지 모르고 방문

할 때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여자 4) 

 

또한 작업장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여러 가지 장치들은 실무에

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제공된 호신용품(예: 호루라기 등)은 

효용성을 느끼지 못하여 무용지물이 되었고, 유니폼으로 지급된 가운은 

봄가을용이라 여름이나 겨울에는 입기 힘들다고 하였다. 방문간호사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폭력 예방을 위한 지침과 지원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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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비한 대처 교육 

방문간호사들은 작업장 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에 대하여 실제

적인 교육을 받기를 원했으며, 구체적이고 활용 가능한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방문하기 전에 성폭력 교육 받고 상담을 좀 했

었어요. 그런 게 있어서 얼굴 붉히지 않고 잘 넘어갔거든요. (중략) 성

폭력이라든지 성희롱이라든지 대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교육

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참여자 3)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경험 있는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도 좀 듣고 그랬으면 좋

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4) 

 

 

③  동 단위 예방 전략의 편차 

각 동 주민센터 별로 폭력 예방을 위한 전략들이 시행되고 있었으나 

동 별로 그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동에서는 안전을 위한 2인

1조 동행 방문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

지 못하였고, 여전히 혼자 가정방문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용 휴대폰

이나 스마트 워치 지급 현황에도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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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력을 공용 폴더에다가 만들어 놓고 내가 몇 시에 이 집을 가고, 그

러면 복지사가 그거에 맞추어서 약속 시간을 정하고 그래가지고 방문

을 하면 달력에다가 그 대상자 이름을 적어놓고 가요. (중략) 혹시나 

방문을 했을 때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달력에 있는 사람 이름을 보는

데,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

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이름이라도 일단 써 놓으면 선택적으

로라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참여자 5)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저 혼자 방문 나간 적은 전혀 없고

요.” (참여자 4) 

“저희는 동에 휴대폰이 많거든요. 공용 폰이 하나 있고, (스마트) 워치

가 3개가 있어요. 그게 그 동(주민센터)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제가 

위급할 때 누르면 동에 바로 전화가 가요, 팀장님한테.” (참여자 6) 

 

 

④ 타 직종과의 협조와 이해 부족 

 방문간호사들은 타 직종이 폭력 예방이나 해결을 위한 일에 협조가 되

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찾동 방문간호사의 경우 사

회복지사와 동행 방문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회복지사의 협조가 이루어지

지 않는 경우가 많고, 팀장이나 기타 인력이 방문간호사의 폭력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관리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찾동 사업이 시작된 

초기에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동행 방문을 하는 것이 잘 이루어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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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근에는 사회복지사가 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가정방문 보다는 

동주민센터로 내소를 하는 건수가 많아져 직접 대상자의 가정으로 방문

하는 것은 간호사만 담당하게 되는 경향이 많아졌다고 하였다. 따라서 

안전의 목적으로 동행 방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타 직종의 협조를 얻기

가 어려워 결국 혼자 가정방문을 하게 되는 일이 많음을 호소하였다. 폭

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도 타 직종으로부터 공감이나 지지를 받기가 어

렵고, 도움과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직원간 요청에 의해 타 직종에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며, 조직 내에서 명확한 규정과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사회복지사라도 처음(찾동 사업 초기)에 채용 했을 때의 그분들은 이 

취지를 아는데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방문 복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또 팀장님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그 팀원들이 많

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챙기시는 복지사님,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두

루두루 (동행 방문을) 다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행정 위주로. (중략) 

제가 몇 번을 이야기를 해도 들어 주지도 않고, 시간도 없다고 그러고. 

(중략) 복지사들도 사실 많이 바빠서 2인 1조로 가기가 힘들어요” (참

여자 5)  

 “사무실에서 그 (폭력 사건을 경험한) 선생님에게 너무 힘드시니까 

내일 하루는 집에서 쉬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고 나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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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은 그 다음날 그 동을 다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후 대

책이라는 것이 전혀 없으니까, 트라우마를 받은 후에 아무런 조치가 

없이 다시 그 일을 반복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

다.” (참여자 4)  

 

 

⑤ 업무의 연속성 부재  

방문간호사들은 동 담당 방문간호사의 잦은 변경을 폭력 문제를 반복

시키는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특히 방문간호사들이 비정규직 기간제인 

경우가 많아 각 동에서 발생했던 폭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후임으로 

오는 방문간호사에게 반복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기간제가 안 좋은 게 기간제 선생님들이 그만 두고 가버리면, 

그동안 노력한 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다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7-8년 동안 바뀌지가 않고 했으니까 다행

인데 바뀐 동은 굉장히 그런 일이 많죠.” (참여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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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 Outcome of Qualitative Analysis 

Categories Themes Sub themes 

폭력 경험과  

영향  

방문간호사가 

맞닥뜨린 폭력 
불만과 분노의 언어적 표출 

성적 수치심 자극 

예상치 못한 위험 

방문 이후에도 계속되는 괴롭힘 

폭력 경험  

이후의 변화 
배가된 두려움 

부정적 정서의 확장 

방문 관련 서비스 태도의 변화 

폭력 문제 

관리의 실제  

개인적인  

대응 노력 
감(感)으로 스크리닝 

연륜으로 대비∙대처 

개인정보 노출을 피하기 위한 

노력 

책무와 안전 사이의 줄타기  

미진한  

조직적 관리 
사전 정보와 지원 부족 

미비한 대처 교육 

동 단위 예방 전략의 편차 

타 직종과의 협조와 이해 부족 

업무의 연속성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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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    의 
 

 

본 연구는 방문간호사의 작업장 폭력 경험을 탐색하기 위하여, 

Chappell과 Di Martino (2000)의 상호작용 모델(interactive model)을 

바탕으로 연구대상자가 방문간호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완한 개념적 틀

에 기반하여 혼합 연구를 시행하였다. 본 장에서는 연구결과를 통해 확

인된 방문간호사의 폭력 경험의 특성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

자 한다.  

 

1.  방문간호사 폭력 경험 실태  

 

본 연구결과 방문간호사 중 전체 방문간호 업무 기간 동안에 폭력 경

험이 있는 대상자가 75.8%, 1년 이내에 폭력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67.2%으로 조사되어 지역사회 방문간호사의 폭력 경험 수준이 높은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폭력의 종류 별로는 언어적 폭력 53.5%, 성적 폭

력 30.3%, 위협 또는 괴롭힘 28.0%, 차별 30.9%, 신체적 폭행 2.2%으

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비율은 국내외 선행 연구와 유사한 수준이다

(Barling et al., 2001; Canton et al., 2009; 손정연, 2017; 이인숙 등, 

2012). 

2010년에 전국 방문간호 인력을 대상으로 조사된 이인숙 등(201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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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방문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70.6%의 방문보건인력이 한 번 

이상의 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폭력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 중 

언어적 폭력은 89.6%, 위협 64.1%, 성적 폭력 46.5%, 신체적 폭력 

7.1%였다. 이를 전체 응답대상자의 비율로 환산하면 전체 방문간호 인

력 중 작업장 폭력 경험 비율은 언어적 폭력 62.3%, 위협 45.2%, 성적 

폭력 32.9%, 신체적 폭력 5.0%이다. 이인숙 등(2012)의 연구에서는 폭

력 경험을 조사함에 있어 언어 폭력 6문항(소리를 지른다, 반말을 한다 

등), 위협 11문항(신변의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 화난 목소리로 이야기

한다 등), 성적 폭력 13개 문항(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한다, 손을 

만진다 등), 신체적 폭력 11문항(민다, 칼로 찌른 적이 있다 등)으로 각

각의 세부적인 폭력 상황에 대하여 ‘예’ 또는 ‘아니오’로 경험 여부를 측

정하였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작업장 폭력 평가도구로 각 영역 

별로 한 문항씩 4점 Likert 척도(전혀 없음~매우 자주)로 측정하였기에 

이인숙 등(2012)의 연구에 비하여 다소 낮게 측정되었을 수 있다. 2016

년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범사업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된 손정연

(2017)의 연구에서는 최근 1년 이내에 방문간호사의 39.1%가 욕설이나 

폭언을 당한 경험이 있고, 9.9%가 위협이나 협박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16.8%에서 스토킹을 당한 경험이 있고, 5.6%가 물리적 폭력 경험이 있

다고 하였다. 또한 방문간호사의 17.8%는 방문대상자와 원하지 않는 신

체적 접촉을 한 적이 있으며, 24.7%에서 성적 수치심을 준 발언이나 행

동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이인숙 등(2012)의 연구결과와 손정연(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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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결과, 그리고 본 연구에서 조사된 결과를 살펴볼 때, 중요한 것

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방문간호사의 작업장 폭력 경험 실태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임상에 있는 간호사들의 경우에는 성적 폭력보다는 신체적 폭력을 경

험하는 비율이 더 높은 데에 비해(김숙영 등, 2008; 박은옥과 김정희, 

2011; 이지선, 최은희와 정혜선, 2018), 방문간호사들의 경우에는 신체

적 폭력보다 성적 폭력을 당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업무가 이루어지

는 장소가 대상자의 가정이라는 특성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이

인숙 등, 2012). 또한 유사하게 방문 업무를 시행하는 직종일지라도 남

성의 비율이 높은 복지플래너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높은 방문간호사에

게 성적 폭력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선행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여성이 대다수인 방문간호사 직종의 성별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

석할 수도 있다(손정연, 2017). 

본 연구에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발견하게 된 방문간호사 작업

장 폭력 경험의 특징은 대상자로부터 당하는 폭력뿐만 아니라 대상자 이

외의 주변 환경에서 발생하는 폭력 또한 위험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Clark 등(2008)은 도시 지역에 살고 있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여성

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매우 높은 비율로 폭력 사건에 노

출되며, 이러한 사건을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불안과 우울이 증가하는 결

과를 보고한 바 있다. 방문간호 사업의 경우 빈곤위기가구, 돌봄위기가

구 등의 취약계층 가정을 사업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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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a), 저소득층 비중이 높은 주거지역은 폭력과 같은 범죄에 취약한 

특성이 있다(신상영과 조권중, 2014). 따라서 지역사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방문간호사는 지역사회 폭력 사건에 연관되기 쉽다. 또한 대상자의 

가정과 주변 환경에서 폭력 위협을 인지했을 경우 가정방문 시 폭력을 

당할 위험이 4.45배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도 보고된 바가 있다

(Galinsky et al., 2010). 

또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참여한 방문간호사들은 위협이나 괴롭힘이 

방문 당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문 이후로도 계속 되는 경우가 많

으며, 특히 개인의 핸드폰 번호가 노출된 경우에 문자메시지나 전화 등

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원하지 않는 

의사소통, 즉 스토킹은 방문간호사들에게 상당한 괴로움을 준다고 호소

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도 방문간호사의 16.8%에서 스토킹을 경험한 적

이 있다고 보고되었다(손정연, 2017). 이와 같은 결과는 보건의료 서비

스 제공자들이 일반적으로 스토킹의 위험이 높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

(Acquadro Maran, Varetto, Zedda, & Franscini, 2015; Ashmore, Jones, 

Jackson, & Smoyak, 2006; Pathe, Mullen, & Purcell, 2002)와 일맥상

통한다. 이는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이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에 애착

과 기대감이 생기고, 그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 분노와 복수의 

감정이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Acquadro 

Maran et al., 2015; Pathe et al., 2002). 본 연구에서도 방문간호사들은 

대상자와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거절당한 것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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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이 괴롭힘의 동기가 된

다고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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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문간호사 폭력 경험의 특성과 조직적 관리 방안 

 

 방문간호사는 가정방문이라는 간호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안전과 관련

하여 특수한 상황에 처해진다. 일반적으로 작업장(workplace)이란 근로

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한 한정된 업무 공간이지만, 방문간호사에게 주요 

작업장은 대상자의 가정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Barling et al., 2001). 또한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방문간

호사의 작업장 폭력 경험은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는 일련의 업무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진다. 따라서 방문간호사의 작업장 폭력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접근 방식은 방문간호 업무의 공간적 특성과 과정적 특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본 절에서는 방문간호 업무의 공간적 특성을 바탕

으로, 가정방문 업무 과정에 따른 폭력 경험의 조직적 관리 방안에 대하

여 논하고자 한다.  

 

 

1) 가정방문 전 위험 요인 스크리닝 및 대비 

 

직장 내 안전관리체계가 작업장 폭력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

구결과와는 달리(Campbell et al., 2014), 본 연구에서 조직의 안전관리

체계의 예방적 측면은 방문간호사의 작업장 폭력 경험에 있어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재 방문간호사의 폭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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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을 위한 조직의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

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안전관리체계의 예방적 측면을 조사한 결과 15

점 만점에 평균 5.32점으로, 방문간호사들은 방문간호 대상자 및 가족구

성원으로부터의 폭력을 예방하는 조직적 안전관리체계가 미비한 상태라

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는데, 방문간호사들은 미진한 조직적 관리의 한계를 개인적인 노

력으로 극복하고 있었다.  

조직의 예방 정책이 포함된 위험 평가 도구의 사용은 가정방문을 하는 

의료인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전략이 된다(Campbell 

et al., 2014). 지역사회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안전 

보장의 책임을 통감하고 선제적으로 안전프로그램을 도입한 캐나다 뉴펀

들랜드(Newfoundland) 지역 사례의 경우, 조직의 안전관리체계가 폭력

의 위험을 낮추고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효과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Hutchings et al., 2010). 이 안전프로그램은 사전 위험 평가 및 동행

(buddy system), 가정방문 시간 확인(sign-in/sign-out system), 교육훈

련 프로그램까지 통합적으로 적용하였다. 특히 이 프로그램에서는 위험

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 평가 스크리닝 도구(Western Heath Risk 

Assessment Screening Tool, WHRAST)와 같은 사전 예방적

(proactive) 조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Lundrigan et al., 2010). 

사전 스크리닝이 필요한 위험 요인은 문헌고찰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다양하지만, 특히 본 연구에서 드러난 방문간호사에게의 폭력 기왕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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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기왕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이전에 방문간호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었던 대상

자에게 노출된 방문간호사는, 노출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언어 폭력, 성

적 폭력, 위협 및 괴롭힘, 차별대우를 경험할 위험이 높았다. 방문간호 

시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었던 대상자의 경우 사전에 확인 되어 조직적

인 관리가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방문간호사가 재방문을 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이 또다른 폭력 노출 사

례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참여한 방문간호사들

이 지적한 바와 같이, 동 담당 방문간호사의 잦은 변경은 이러한 문제를 

반복시킬 수 있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현재 방문간호사들이 사용

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ublic Health Information System, 

PHIS) 상에는 대상자가 이전에 방문간호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

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알기 어렵고, 특히 담

당간호사가 바뀐 경우에는 대상자의 폭력 기왕력 정보가 소실된다. 또한 

현재 S시 방문간호사들이 사용하는 서식 중 ‘방문건강관리사업 폭력 발

생 보고서’는 서면 서식으로만 있어, 전산 상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 서식을 전산 입력하고 해당 정보를 조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 결과 성폭력 기왕력이 있는 대상자에게 노출된 경우 성

적 폭력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포커스 그룹 인터

뷰에 참여한 방문간호사들은 사전에 성폭력 기왕력이 있는 대상자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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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어렵다고 호소하였다. 일반적으로 방문 전 방문간호 대상자 정보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확

인하지만 성폭력 기왕력을 포함한 범죄력은 확인이 불가능하다. 안전 매

뉴얼 상에는 성범죄자 조회 사이트(성범죄자 알림e)를 이용하도록 안내

하고 있으나(서울특별시, 2018c) 교육과 홍보의 부재로 일부 방문간호사

들은 성범죄자 조회 사이트를 알지 못하였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

용 상의 불편함으로 인하여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상자의 성폭력 

기왕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별도의 안전매뉴얼뿐만 아니라 방문간

호 업무매뉴얼 상에 기재 및 교육을 실시하고,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도

록 사이트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UI)를 개선해야 할 것이

다.  

그 외 정신질환 대상자 및 자살시도 기왕력자 등 다른 유형의 고위험 

대상자의 경우, 작업장 폭력 경험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

지 않았다. 방문간호 대상자의 측면에서 보면 각 요인이 중복될 수 있으

나, 대상자가 아닌 방문간호사의 경험에 초점을 둔 본 연구의 자료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연구 결과 해석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추후 연구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상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부족한 경우, 예상치 못한 위험

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방문간호사들은 가정방문 전에 대상자의 기본 정보를 확인하지

만 그러한 대상자에 대한 정보는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거나, 접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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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비공무원인 방문간호사들은 PHIS 및 

행복e음 정보의 접근 권한에 제한이 있다. 현재 방문간호사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대상자의 기본 인적 정보와 가구원, 의료 급여 여부, 장

애 등급, 질환 코드, 수급자 여부 등의 기본 정보이다(사회보장정보원, 

2017). 그러나 장애 등급이나 질환 코드만 확인이 가능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알기가 어렵고, 특히 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현재 정보 열람 권한을 재검토하여 안전과 관련한 필수 정보를 획

득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스크리닝 도구를 통해 폭력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관리자와 논의하여 2인 1조 배정을 하고 기타 

필요한 예방책(예: 경찰 등의 동행)을 강구하도록 하는 프로토콜을 마련

해야 한다(Hutchings et al., 2010; Lundrigan et al., 2010). 현재 찾아가

는 동주민센터 방문 안전 매뉴얼에는 행복e음 및 방문대상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동료 또는 슈퍼바이저, 방문대상자의 주변인들로부터 대상자

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방문 전 안전 사정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18c). 그러나 체크리스트 확인 이후 결과

에 따른 구체적인 지시 사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또한 통합건강

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 매뉴얼 상 대상자 최초 등록으로 사전 정보가 없

거나 요주의 대상자(알코올 중독, 폭력 성향의 정신질환 대상자, 신체 접

촉을 시도하거나 부적절한 언어 폭력을 행하는 대상자)로 의심되는 경우 

전문 인력, 공익근무요원, 자원봉사자 등과 동행 방문 하고, 방문 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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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선지를 담당 공무원이나 동료에게 알리도록 안내하고 있다(한국건강증

진개발원, 2019). 그러나 이 또한 강제성이 없어, 포커스 그룹에 참여한 

방문간호사들은 현장에서 안전을 이유로 동행 방문을 요청하는 것이 현

실적으로 쉽지 않음을 토로하였다. 또한 동 별로 안전을 위한 예방 전략

의 편차가 크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예방책에 대한 프로토콜 마련이 필

요하다. 잠재적인 위험을 식별하고 사전에 검토하며, 동행 여부를 결정

하고 수행하는 절차를 공식화함으로써 방문 안전의 문제를 조직적 차원

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Hutchings et al., 2010).   

 

 

2) 사전 교육과 훈련  

 

위험 요인을 스크리닝하고 대비한다고 하더라도 가정방문 중에 작업장 

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 방문간호와 같이 업무 장소가 대상자의 가정일 

경우, 방문간호사의 안전을 담당하는 것은 그들 자신이다(Sylvester & 

Reisener, 2002). 가정방문을 하는 인력은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고 폭력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함양해야 하고, 이는 조직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제공되어야 한다(Sylvester & Reisener, 2002).  

그러나 현재 방문간호사들은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한 상태

로 가정방문 현장에서 폭력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직장 내에 

방문간호 대상자 및 가족구성원의 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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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행동지침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절반(46.5%) 가

량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방문간호

사들은 방문안전매뉴얼 상 기재되어 있는 안내 사항들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방문간호사들은 이와 관련한 

교육이나 훈련이 부족함을 호소하고, 교육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방문간호사들은 교육과 훈

련보다는 개인적인 경험과 연륜으로부터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작업장 

폭력을 예방하고 있었다. 본 연구 자료에서 방문간호사 경력과 연령 사

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r=.37, p<.001), 개인적 위험 요인 중 연

령이 높아질수록 작업장 폭력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OR=0.91, 95% CI=0.86~0.95). 일반적으로 연령이 어릴

수록 작업장 폭력 경험 비율이 더 높다고 보고되고 있으며(Gillespie et 

al., 2010; McKenna et al., 2003), 이에 대한 이유는 다양하나 연령이 

어릴수록 폭력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Chappell & Di Martino, 2006). 본 연구에서도 연령과 경력으로 

인해 누적된 방문간호사의 전문가적 자세가 폭력 사건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감(感)’이 좋지 않은 경우 방문 

전 폭력이 발생할 위험에 대비하기 때문에 폭력을 경험할 위험이 감소할 

수 있었으리라 사료된다. 그러나 방문간호사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개

인의 경험과 감에 의지하기보다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특히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방문간호사들은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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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진 대상자를 대하는 데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의도적인 폭력이 아닌, 정신병적 장애로 인해 공격적인 행동이 나

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을 가진 대상자의 공격적인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전형적인 사례에 대한 연구

와 공유가 필요하다(Büssing & Höge, 2004). 방문간호사는 정신과적 증

상과 대처방안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폭력 성향과 대상자의 

부적절한 언행(예: 망상으로 인한 의심 등)이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증상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Fazzone 등(2000)의 질적연구에서도 가정간호 인력들

은 안전의 측면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전문지식교육과 훈련이 케어에 도

움이 된다고 하였다. 특히 정신질환이 있는 대상자와의 관계 설정을 모

든 가정방문 인력이 필요로 하는 중요한 정신 치료 기술로 꼽았다. 따라

서 정신질환에 대한 지식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연계 자원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여 안전한 방문간호를 도모함은 물론 지역사회 정신질환 대상

자를 발굴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가정방문 시 발생한 폭력 상황의 관리 

 

업무가 대상자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방문간호의 특성 상, 방문간호사

의 동선 파악이 중요한 안전장치가 된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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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실태를 파악한 결과, 동 단위 별로 운영 방식이 크게 달랐다. 공용 

게시판을 이용하여 방문 스케쥴을 공유하는 동도 있는 반면, 대부분의 

동에서는 특별히 동선 파악을 하지 않고 있었다.  

캐나다 사례의 경우, 방문 인력이 방문예정시간 및 퇴거 시간을 기록

하고, 이 양식을 지원 부서로 전달하여 직원이 예정된 시각까지 돌아오

지 않을 경우 관리자 또는 지정된 직원에게 방문 인력의 안위를 전화로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sign-in/sign-out system)를 도입하였다

(Hutchings et al., 2010). 프로그램 평가 결과 일부 방문간호사들은 동

선 추적에 대한 불쾌감 등을 나타내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누

군가가 자신의 행방을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안심과 안정감을 표현했다. 

그러나 사무 직원들의 지원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경우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었던 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부서 간 

협조 방법을 면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가 속한 S시의 경우 2018년에 찾동 방문 인력(복지

플래너 및 방문간호사)이 위험 상황 시에 즉각적으로 호출할 수 있도록 

스마트 워치 1049대, 응급호출기 366대를 지급한 바 있다(손대선, 

2018). 보급한 스마트 워치는 응급전화 발신 및 3자(공무원, 동료, 112) 

동시 통화가 가능한 최신 기능이 탑재되어 위험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배포 당시 전체 방문 인력의 3명에 1명꼴로 제공하였으나,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일선에서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사용률이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하는 한편, 보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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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좀 더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스마트 워치를 통해 가

정방문 중 작업장 폭력 발생 사건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총괄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폭력 경험의 결과와 사후 관리  

 

본 연구결과 작업장 폭력 수준이 높아지면 우울, 불안, 이직 의도가 

높아지고, 직무 만족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장 폭력 경험

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언어 폭력과 성적 폭력은 우울, 불안, 직

무만족, 이직 의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고, 차별대우와 위협 및 괴롭

힘의 경우 우울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불안, 직무만족, 이직 

의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역사회 간호사 

또는 방문 돌봄 인력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 결과와 일맥 상통한다. 

Geiger-Brown 등(2007)의 연구에서도 언어 폭력을 당한 경우 가정돌

봄인력의 우울증 위험이 4.1~6.1배, 위협은 3.7배 높았다. 또한 Canton 

등(2009)의 연구에서도 작업장 폭력 경험이 있는 경우 직무 만족도가 

1.86배 낮고, 이직 의도는 1.95배 높았다. 본 연구에서 신체적 폭행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8명(2.2%)에 불과하여 상관관계 및 영향 요인 분

석 시 통계적 의의가 있다고 보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방문간호사의 우울 수준은 평균 3.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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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Q-8), 불안은 평균 2.01점(GAD-7)으로 각 도구의 절단점인 10점에 

비해 상당히 낮고, 고위험군의 비율 또한 같은 도구로 인구집단수준 및 

타 직종을 대상으로 조사된 결과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Shin et al., 

2019; Kroenke et al., 2009; 이경미, 2018). 따라서 결과 해석 시에 주

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설문조사 시에는 응답 시점에서의 우울, 불안, 직무 

만족, 이직 의도를 조사하므로 폭력 경험이 결과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

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폭력 경험 이

후에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었는지 확인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참여한 방문간호사들은 폭력 경험 이후 걱정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안전사고 발생 후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날까 두려웠다’라고 응답한 손정연(2017)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였다. 두려움은 작업장 폭력을 경험한 보건의료인력이 흔히 경험하

는 후유증 중의 하나이다. Atwneh 등(2003)의 연구에서 병원에서 작업

장 폭력을 경험한 간호사의 63%에서 두려움을 호소하였는데, 회상

(flashback)이 최대 3주 이내, 우울감이 최대 4주 이내 지속된 데에 비

해 두려운 감정은 4주 이상 지속되어 가장 오래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에 비하여 여성에서 두려움을 호소하는 비율이 유의

하게 높았다(Atwneh et al., 2003). 또한 Fernandes 등(1999)은 이러한 

두려움이 폭력의 가해자였던 대상자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폭력의 가능

성이 있다고 생각한 대상자, 그리고 나아가 보편적인 대상자에게까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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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화될 수 있음을 발견했다.  

또한 폭력 경험 이후에 방문간호사들은 방문 관련 서비스 태도까지 변

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방문간호사들은 폭력 

경험 이후 자존감이 낮아지고 방문간호 업무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

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손정연(2017)의 연구에서 응답자의 60%가 

‘안전문제 경험 후 방문대상자를 경계하고 회피하게 되었다’고 하였고, 

‘의기소침해지고 일에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한 결과와도 

유사하다. 방문간호사가 폭력에 노출된 경우, 방문간호사 개인뿐만 아니

라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선행 연구에서도 여러 번 

지적되어 왔다(Arnetz & Arnetz, 2001; Canton et al., 2009; Fazzone et 

al., 2000; Kendra et al., 1996). 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간호사는 

대상자의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거나 방문 자체를 피하게 되어 대

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Canton et al., 2009). 

또한 폭력 경험으로 인해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업무 의욕이 저하된 간

호사들은 대상자와의 상호작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Canton et al., 2009).  

따라서 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

도록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 정서적 지지를 위한 전문가 상담 및 근무 

조정 등의 행정적 조치, 필요 시 산재보험 등을 통한 보상이 이루어지도

록 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직장내 안전관리체계의 사후관리는 우울,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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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만족, 이직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작업장 폭력이 그 결과

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조직의 안전관리체계 사후관리 측면의 조절 효

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후관리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가정방

문 시 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공식적인 문제 해결 절차보다는 상사

나 동료의 도움을 받거나 위로를 받는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음을 

예상할 수 있다. 직장이 폭력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응

답한 대상자는 33.0%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개별 폭력 

사건 별로 측정하지 않아 조직 내 안전관리체계가 폭력 사건의 사후 관

리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능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

다.  

한편, 방문간호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문제

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매뉴얼 상에는 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

고 및 필요 시 운영위원회를 거쳐 퇴록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한국건

강증진개발원, 2019). 그런데 폭력 사건 이후 대상자에게 가정방문을 하

지 않는다면 건강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들을 방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한다. 이에 방문간호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대상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

를 얼마나, 언제까지 제공해야 하는지 결정을 내리는 데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Fazzone et al., 2000). 따라서 폭력 문제가 있는 대상자들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는 대신, 내

소를 통해 건강 관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다만, 사전에 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가정방문이 중단될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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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Sylvester와 Reisener (2002)는 

기관 차원에서 방문 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에서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인 

사건을 경험할 경우 치료가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대상자를 안전 문제에 관여 시키토록 제안하였

다. 현재 방문간호 신규 대상자의 경우 ‘서비스 참여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 또는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제

공 신청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를 

작성하여 서비스 참여에 대한 동의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고지 및 동

의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다(서울특별시, 2019a;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9). 2012년에 이인숙 등(2012)의 연구에서도 서비스 제공 동의서에 

방문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방문 인력에게 폭력 행위를 했을 시 경고 및 

퇴록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도록 제언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시행되

지 않고 있다. 신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 참여 동의와 더불어 안

전 문제와 관련한 사전 고지 및 동의 내용을 포함한다면 대상자 및 방문

간호사 모두에게 안전 문제를 환기시킬 수 있을뿐더러 이후 발생하는 사

건의 처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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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정방문 시 폭력으로부터의 방문간호사 보호 

: 법률적 접근 

 

작업장 폭력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 유럽

에서는 2007년 체결된 작업장 폭력에 관한 기본 협약(Framework 

Agreement on Harassment and Violence at Work)을 기반으로 일찍이 

법률적 접근이 시도되었다(EU-OSHA, 2015). 스웨덴,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핀란드와 같은 몇몇 나라들에서는 작업장 폭력을 근절하기 위

한 법안이 이미 도입되어 있다(ETUC/CES, BUSINESSEUROPE, 

UEAPME, & CEEP, 2007; EU-OSHA, 2015). 반면 영국, 독일, 아일랜

드와 같은 나라에서는 기존 입법 체계(형사, 민사, 보건 및 안전 관련 법

률) 안에서 작업장 폭력을 관리하며, 덴마크와 룩셈부르크와 같은 나라

에서는 법률보다는 관행, 규정, 단체 협약과 같은 비입법조치를 시행하

고 있다(EU-OSHA, 2015).  

2018년 11월 미국에서는 보건 및 복지 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작업장 

폭력 예방법이 발의된 상태이다(Workplace Violence Prevention for 

Health Care and Social Service Workers Act, 2018). 이는 의료 및 사

회서비스 분야의 고용주에게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

하고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3월 22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 대상을 규정한 제 3항 업무상 질병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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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

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

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를 추가함으로써 업무의 특성 상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에 대한 보호를 강

화하였다(산업재해보상보호법, 2016). 동시에 근로복지공단의 ‘정신질환 

업무관련성 조사 지침’ 또한 개정되어 작업장 폭력으로 인한 근로자 보

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근로복지공단, 

2019; 문준혁, 2016). 이 지침에는 작업장 폭력 방지를 위한 계획이 안

전을 위한 필수 요인임을 명시하고, 근로자가 작업장 폭력에 노출된 경

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한 2007년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어 제14조 2에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를 위한 사업주의 노력 의무를 법제화한 바가 있다(문준혁, 

2016).  

한걸음 더 나아가 2018년 10월,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 1558호)이 

개정되어 제26조2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이한 건강장해 예방조치’가 신설

되었다(산업안전보건법, 2018). 이에 따라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

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로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었고, 콜센터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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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욕설이나 성희롱 발언이 있는 경우 전화를 끊을 수 있는 권리

가 생기는 등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박민선, 2019). 

이와 같은 법적 토대와 사회적 공감대 속에, 상대적으로 치명적이지 

않은 폭행(nonfatal assaults)으로 그 위험이 과소평가 되고 있는 지역사

회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CDC/NIOSH, 1996)의 인력 보호에 좀 더 관

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방문간호는 공공영역에서 제공되는 가

장 기초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인만큼 선제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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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회고적 자기 기입식 조사(voluntary retrospective 

survey)이며 교육장이라는 공개된 공간에서 조사가 실시되어 실제 발생

한 작업장 폭력보다 더 낮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Rosenman et al., 

2006). 

둘째, 본 연구에서 조사한 위험 요인 중 일부 요인의 경우 사상

(events)이 적어 분석 결과 신뢰구간이 넓게 추정되고 있으므로 해석 상

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참여자는 모두 방문간호사 경

력 10년 이상인 대상자로 모집되어 다양한 경력이 고려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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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방문간호사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중 작업장 폭력 경험의 위

험 요인 및 결과, 폭력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자 시행되었다. 혼합연구방

법으로 2019년 7~8월 S시 소속 방문간호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

행하고, 이 중 6명의 대상자를 모집하여 2019년 8월 포커스 그룹 인터

뷰를 시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 결과 방문간호사로 근무한 전체 기간 동안 방문간호 대상자 및 가

족구성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는 75.8%, 최근 1년 동

안 폭력 경험이 있는 경우는 67.2%로 확인되었다. 유형 별로는 언어 폭

력 53.5%, 성적 폭력 30.3%, 위협 또는 괴롭힘 28.0%, 차별 대우 

30.9%, 신체적인 폭행 2.2%였다. 직장내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인식은 

예방 평균 5.32점(Range 0~15), 사후관리 평균 5.35점(Range 0~12)로 

나타나, 현재 안전관리체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한 대

상자보다는 부정적으로 응답한 대상자가 더 많았다.  

 작업장 폭력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모든 유형의 작업장 폭력 중 하나라도 경험이 있

는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고용형태 상 기간제인 경우 작업장 폭력 위험

이 높고 이전에 방문간호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 대상자에게 노

출된 경우 폭력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이 낮을수록 

언어 폭력, 성적 폭력, 위협 및 괴롭힘, 차별대우을 당할 위험이 높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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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간제인 경우 언어 폭력, 위협 및 괴롭힘, 차별대우를 경험할 위험

이 높아졌다. 이전에 방문간호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 대상자에

게 노출된 경우 언어 폭력, 성적 폭력, 위협 또는 괴롭힘의 위험이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폭력 기왕력이 있는 대상자에게 노출된 경우 

성적 폭력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장 폭력 경험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작업장 폭력 경험은 우울, 불안, 직무 만족,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사후관리 또한 우울, 불안, 직무 만족,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작업장 폭력 경험이 우울, 불안, 직무 만족,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사후관리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

다.  

 또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하여 방문간호사의 작업장 폭력 경험을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본 결과, 방문간호사들은 지역사회에서 가정방문

을 하는 업무 특성으로 인하여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자주 발생하는 

폭력 유형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폭력 위

험, 방문 이후에도 계속되는 괴롭힘에도 노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방문간호사들은 폭력 경험 이후 두려움에 이어 부정적인 정서가 확

장되었고, 이는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태도의 변화를 초래하였

다. 그러나 이러한 폭력 문제에 조직적인 관리는 미진한 실정으로,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방문간호사 개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144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방문간호사가 경험한 폭력 사건의 노출 정도와 강도를 고려하여

각 폭력 사건 단위 별로 조사하는 연구가 시행되기를 제언한다.  

둘째, 방문간호사의 작업장 폭력 위험 요인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스크리닝 도구를 개발하고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방문간호사의 작업장 폭력을 예방, 관리할 수 있는 중재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가 시도될 것을 제언한다. 

넷째, 방문간호사의 작업장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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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생명윤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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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참여자용 설명문 및 동의서 

 

1.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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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커스 그룹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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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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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설문조사지 

Ⅰ. 위험 요인 

 

방문간호 업무를 하시면서, 최근 1년 이내 담당하신 방문간호 대상자 중 다음에 해당

되는 대상자의 비율을 0~100%까지 작성해 주십시오.  

1. 방문대상자의 거주지가 고립(고시원, 쪽방, 지하 여부 등    

취약 주택)되어 있거나 범죄율이 높은 지역이었던 경우는   

얼마나 되십니까? 

(        )/100 % 

2. 방문간호 대상자의 가정방문 시 혼자서 방문한 경우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        )/100 % 

2-1. 동행 방문한 경우는 누구와 함께 하였습니까? (중복응답) 

① 보건소 타 직원     ② 간호 학생   ③ 기타 (              ) 

3. 방문대상자 및 가족구성원이 다음의 고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는 얼마나 

되십니까?  

(각 항목별 전체 담당 대상자 중 해당되는 비율 기재, ①-⑥ 총합이 100% 아님) 

①  정신질환 (         )/100 % ②  자살시도 (         )/100 % 

③  알코올 중독 (         )/100 % ④  가정폭력 (         )/100 % 

⑤  아동학대 (         )/100 % ⑥  범죄 경력 (         )/100 % 

4. 방문대상자 및 가족구성원이 방문 시 방문간호사에게 폭력

을 행사한 적이 있는 것을 확인한 경우는 얼마나 되십니

까? 

(과거력 확인 사항) 

(        )/100 % 

5. 방문대상자 및 가족구성원이 성범죄와 연관된 적이 있는 

것을 확인한 경우는 얼마나 되십니까? (과거력 확인 사항) 
(        )/100 % 

6. 방문 시점 기준 과도한 스트레스(실직, 재정적 어려움, 의

미 있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 등)를 경험한 대상자

(또는 가족구성원)를 방문한 경우는 얼마나 되십니까?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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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폭력 경험 

 

1. 귀하는 방문간호사로 근무한 전체 기간 동안 방문간호 업무 수행 시 방문

간호 대상자 및 가족구성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방문간호 업무 수행 시 경험한 폭력이란 정신적 폭력(언어 폭력, 위협 

포함),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등을 의미합니다.  

1) 있음                              2) 없음  

 

2. 귀하는 최근 1년 동안 방문간호 업무 수행 시 방문간호 대상자 및 가족구

성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1) 있음    (            회/년)       2) 없음 

 

다음의 설문은 귀하의 방문간호 대상자 및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발생한 폭

력 경험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최근 1년 동안의 방문

간호 업무 수행을 토대로 아래의 설문에 대한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

에 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설문 문항 전혀 

없음 
이따금 자주 

매우 

자주 

3. 방문 업무 수행 시 방문간호 대상자 및 

가족구성원에게 모욕적인 비난이나 고

함, 욕설 등을 들은 적이 있다.  

    

4. 방문 업무 수행 시 방문간호 대상자 및 

가족구성원에게 원치 않는 성적인 신체

접촉이나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  

    

5. 방문 업무 수행 시 방문간호 대상자 및 

가족구성원에게 위협, 괴롭힘을 당한 적

이 있다.  

    

6. 방문 업무 수행 시 방문간호 대상자 및 

가족구성원에게 직위, 성, 나이의 차별 

대우를 당한 적이 있다.  

    

7. 방문 업무 수행 시 방문간호 대상자 및 

가족구성원에게 신체적인 폭행(구타 등)

을 당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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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방문간호 시 방문간호 대상자 또는 가족구성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아래 문항에 답하여 주십시오.  

8-1) 당시에 혼자서 방문하였습니까? 

①  예, 혼자서 방문함.  

②  아니오, 동행 방문함. (동행자:                          ) 

 

8-2) 그 중 특별히 기억 남는 경험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이었나요? 

 

 

 

 

 

 

 

 

8-3) 방문간호 시의 폭력 경험이 개인적, 업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

지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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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직장내 안전관리 체계 

 

다음의 설문은 귀하의 방문간호 대상자 및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발생한 폭력 경험에 

대한 직장 내 보호나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

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의 방문간호 업무 수행을 토대로 아래의 설문에 대한 귀하의 생각

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설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직장 내에 방문간호 대상자 및 가족구성원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나 제도가 마련

되어 있다.  

    

2. 직장은 방문간호 대상자 및 가족구성원에게 

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다양한 조치를 해준다.  
    

3. 직장 내에 방문간호 대상자 및 가족구성원의 

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행

동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4.  직장은 방문간호 대상자 및 가족구성원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보호

해준다. 

    

5. 직장 내에 방문간호 대상자 및 가족구성원의 

폭력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잘잘못을 가리는 

과정(지침, 내부 규정 등)이 있다.  

    

6.  폭력을 당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 도와주

는 상사가 있다.  
    

7.  폭력을 당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 도와주

는 동료가 있다.  
    

8.  직장은 폭행을 당하면서 입은 마음의 상처

를 공감하고 위로해 준다.  
    

9.  직장은 폭력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

해 준다.  
    

10.  방문간호 시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하고 사후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가 필

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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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우울 

 

지난 2주 동안, 다음과 같은 문제를 얼마나 자주 겪었는지 해당되는 난에 표시하여 주

십시오.  

문항 
전혀 

없음 

며칠 

동안 

1주일 

이상 

거의 

매일 

1 매사에 흥미나 즐거움이 거의 없다 
    

2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     

3 
잠들기 어렵거나 자꾸 깬다/혹은 잠을 너무 

많이 잔다     

4 피곤하다고 느끼거나 기운이 거의 없다 
    

5 식욕이 줄었다/혹은 너무 많이 먹는다 
    

6 
내 자신이 실패자로 여겨지거나 자신과 가족

을 실망시켰다고 느낀다     

7 
신문을 읽거나 TV를 보는 것과 같은 일상적

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8 

다른 사람들이 눈치 챌 정도로 평소보다 말과 

행동이 느리다/혹은 너무 안절부절 못해서 가

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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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불안 

 

지난 2주 동안, 다음과 같은 문제를 얼마나 자주 겪었습니까? 

 

문항 
전혀 

없음 

며칠 

동안` 

1주 

이상 

거의 

매일 

1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조마조마하게 느낀다. 
    

2 걱정하는 것을 멈추거나 조절할 수가 없다. 
    

3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걱정을 너무 많이 한

다.      

4 편하게 있기가 어렵다.  
    

5 너무 안절부절 못해서 가만히 있기가 힘들다.  
    

6 쉽게 짜증이 나거나 쉽게 성을 내게 된다.  
    

7 
마치 끔찍한 일이 생길 것처럼 두려움을 느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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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직무 만족 

 

다음은 귀하께서 담당하시는 업무 전반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설문 문항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1. 귀하의 업무 전망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

까? 
    

2. 물리적인 근무 환경(시설, 위생 등)에 대해 얼

마나 만족하십니까? 
    

3. 귀하의 능력이 발휘되는 방식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4.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귀하의 업무 전반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Ⅶ. 이직 의도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설문 문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때때로 현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2. 만약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다른 

직장에서 일하고 싶다.  
     

3. 타 직종으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으

나 상황과 조건이 마지 않아서 실

행하지 못하고 있다.  

     

4. 보다 나은 조건의 타 직종이 주어

진다면 언제든지 이직할 의사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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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일반적 특성 

 

1.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2. 출생연도 (               )년생 

3. 교육수준 

① 전문대 졸업   ② 대학교 졸업 

    ③ 대학원 졸업    ④ 기타 (                ) 

4. 결혼 상태 ① 기혼 ② 사별 ③ 이혼 ④ 미혼 ⑤ 기타 (              ) 

5. 경력 

1) 간호사 근무 경력(방문간호사 근무 경력 포함 총 경력) 

: (          )년 (          )개월 

2) 방문간호사 근무 경력: (          )년 (          )개월 

6. 고용 상태 ① 정규직    ② 무기계약직  ③ 기간제(계약직)          

7. 업무 복장 

 

가정방문 시 방문간호사임을 나타내는 유니폼 또는 명찰을  

착용하십니까? 해당되는 사항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중복응답). 

유니폼(가운 등)     명찰(ID card 포함)     기타 (       ) 

 

8. 업무 정보 

현재 담당하고 있는 대상자 수는 몇 명 입니까? (          )명 

월평균 대상자 방문 횟수는 몇 회 입니까?      (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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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연구도구 사용 허가서 

 

1. 한국형 작업장 폭력 평가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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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어판 우울증 선별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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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어판 코펜하겐 사회심리적 업무환경 측정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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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orkplace Violence  

against Home Visiting Nurses  

from Public Health Centers 

 

Kim, Eunjoo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Yoon, Ju Young, PhD., RN 

 

   Home visiting nursing care is a core public health service in 

Korea, and is gradually expanding with the aim of establishing a 

community-centered health welfare system. It has been reported 

that visiting nurses, the primary personnel of the visiting nursing 

project, are exposed to violence during home visits. Therefore, 

basic research is needed to inform the establishment of an 

organizational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visiting nur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isk 

factors and consequences of workplace violence experienced during 

home visits and to determine the actual situation of workplace 

violence management. 

This study adopted a mixed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esign. 

First, the data of 357 home visiting nurses from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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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s were collected with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en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ix visiting nurses. Logistic 

and hierarchical regression were used to analyze the quantitative 

data. Interview data were analyzed with th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method. 

Of the respondents, 75.8% had experienced violence while 

working as a visiting nurse, and 67.2% had experienced violence 

within the past year. The characteristic of violence encountered by 

visiting nurses in their home visits was that the subjects expressed 

their discontent and anger verbally and stimulated sexual shame. 

The nurses also suffered unexpected danger and continued 

harassment after the visit.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risk factors that influence workplace violence 

experience.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among 

all forms of workplace violence, the significant variables were age 

(OR = 0.91, 95% CI = 0.86~0.95), employment type (OR = 2.95, 

95% CI = 1.10~7.88), and whether or not they were exposed to 

those who had previously been violent to visiting nurses (OR = 

3.76, 95% CI = 1.97 ~ 7.15). Results of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workplace violence against visiting nurses 

was a factor that was associated with depression, anxiety,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The post-event management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was also a factor that was 

associated with depression, anxiety, job dissatisfaction, and intent 

to leave. Visiting nurses experienced increased fear, negative 

emotions, and changes in attitudes toward visits after experiencing 

violence during a home visit. It was found that systematic 

management was insufficient in the management of violence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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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visiting nurses had to personally cope with the situation.  

This study identified the characteristics and risk factors of 

violence experienced during home visits by visiting nurses and the 

negative effects of the violence. In addition, this study provided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lack of organizational management on 

the issue of violence and the personal response of visiting nurses, 

and suggested an alternative.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potentiall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intervention programs 

that prevent and manage workplace violence against home visiting 

nurses. 

  

Keywords : Visiting Nurses, Workplace Violence, Home Visits, Risk 

Factors, Safety Management 

Student Number : 201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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