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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일 못하는 막내 동서지만 예쁘게 봐주셨던 두 분의 형님에게도 늘 고맙다는 말

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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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간호사들의 노인관련 지식과 태도와 행동

본 연구는 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동 정도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요인에 

대해 파악함으로서 효과적인 노인 간호교육 개발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횡

단적 조사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2004년 3월 22일부터 4월 17일까지 서울시내와 경기도, 인천광역

시에 위치한 대학병원 2곳과 노인병원 8곳에 근무하는 간호사 360명을 대상으로 하 다. 

대상자의 지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도구로는 Palmore(1977)가 개발하고 1998년 수정 보완된 

True-False version의 Fact On Aging Quiz Part I (FAQ I)을 양경미  외(2002)가 한국 노인 실정

에 맞게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 다. 노인에 대한 태도는 한정란(2004)이 개발한 노인에 대한 

태도 도구, 노인에 대한 행동은 원 희(2004)가 개발한 노인에 대한 행동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를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기술적 통계, t-test. ANOVA, Pearson 

coefficient correlation의 통계방법을 사용하 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 정도는 총 25점 만점에 평균 12.52점(±2.74)으로 정답률이 

50.1% 다. 

2. 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총 140점 만점에 평균 80.53점(±10.27)으로 중립적인 범위 내

에 있었다. 

3. 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행동은 68점 만점에 평균 28.69점(±5.31)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행동

을 보이고 있었다. 

4.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지식 정도를 살펴보면, 연령, 간호사들의 근무 년 수, 노

인 강의를 들어본 경험, 노인 간호 선호여부, 아는 노인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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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태도 정도를 살펴보면 연령, 결혼상태, 직위, 근무 년 수, 

노인 봉사 경험, 노인 간호 선호 여부, 조부모 생존 여부, 아는 노인이 있는지 여부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행동 정도를 살펴보면, 간호사들의 현 근무 부서, 노인 

간호 선호 여부, 노인과의 거주 경험, 아는 노인 여부, 친 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동 간에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와 행동은 서로 관련성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고 태도 변

화를 유발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과 교육 프로그램 필요하며, 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 전환을 위한 건강한 노인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와 실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핵심되는 말 :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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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급진적인 의학의 발달, 경제 수준의 향상과 사회 문명의 발달에 따라 인간의 평균 

수명은 점차 연장되어 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중 구성비율

이 7.0%에 달하면 “고령화 사회”라 하며, 14% 이상이 되면 “고령사회”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8.3%를 넘어 이미 고령화 

사회로 들어섰으며, 2030년에는 22%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빠른 속도로 고

령화가 진전되고 있다(통계청, 2003). 

이렇게 노인 인구수 특히 80세 이상의 후기 노년층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노인들의 기본 요구와 관련되어 여러 사회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

로 예측되고 있다. 노화과정에 의한 신체적인 문제들, 퇴직과 더불어 오는 경제적인 

불안정, 사회․가정에서의 역할 변화에 따른 심리적인 변화 등 신체적, 정신적, 사

회〮․심리적인 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또한 뇌졸중, 심장질환, 암, 노쇠 등이 우

리나라 10대 사망 원인 안에 포함되어 있어 노화과정은 성인병과 더불어 주요 의료 

문제로 시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들의 병원 이용

률은 아직 선진국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노인인구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전체 보

험료의 8-9%)에 비해 노인인구가 이용하는 진료비가 전체 의료비 급여의 17-18%

를 차지하고 있는 등 노인의료비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통계청, 

2002). 이에 따라 노인 건강관리는 타 연령층에 비하여 정책 결정자들과 사회에 상

당한 자원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문제로 인식되어 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65-69세 연령층의 증가에 비해 80세 이상 고령층의 증가가 더욱 뚜렷한 특징을 보

이고 있으며(송미순, 2000; 전시자 등, 2001), 치매노인이나 만성 질환 노인을 위한 

간호요구도가 후기 노인들에게 필요하다는 많은 연구 결과가(Courtney, Ting & 

Walsh, 2000; Karner 외, 1998) 보고되어지고 있다. 

이처럼 노인 인구와 장기 요양보호 노인의 증가로 보건의료 요구와 간호사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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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반해 간호교육 과정에서 노인 간호학이 차

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간호학의 필요성이 확산되면서 1981년 처음으로 독립과목

으로 개설되어(홍여신 외, 1985), 2000년도 4년제 대학의 80%, 3년제 대학의 58%, 

대학원 과정의 63%가 노인 간호학을 독립교과목으로 개설하고 있지만 많은 학교에

서 노인 간호학이 전공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이고 국가고시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수업을 듣고 있는지 불확실한 상황이다(전시

자, 2001). 더욱이 연구에 있어서 간호사를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조

사한 대부분의 연구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이루어져 노인 간호학 개설 이후 변

화 양상을 볼 수 있는 최근 연구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간호와 그 질은 간호

사들의 태도에서 반 된다고 하 으며, 건강소비자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는 건강소

비자가 제공받는 간호의 질적 수준에 향을 미치게 된다고(Compebell, 1971; 

Knowles 외, 1985)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간호사의 역할이 점점 강조되고, 간호에 대한 요

구와 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교육 필요성이 증가하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간호사

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동 그리고 이와 관련된 요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

성이 제기된다. 

B.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들이 노인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태도와 관련이 있는 요인은 무엇이며, 노인에 대한 지식수준과 행동 정도를 확인하

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 간호교육을 계획하는 간호교육자 및 임상․행정

가들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

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수준과 노인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을 파악한다. 

2) 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와 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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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행동의 관련요인을 규명한다.

C. 용어정의 

1. 노인

노인의 사전적 정의는 나이가 많은 사람(동아사전, 1996)으로 매우 추상적으로 정

의되어 있다. 이에 국제 노년학회(1951)에서는 노인을 인간의 노령화 과정에서 나타

나는 생리적, 육체적, 심리적, 정서적, 환경적 및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복합

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 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복지법에 따르면 65

세를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이라 함은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의미한다.  

2. 노인 관련 지식, 태도, 행동

본 연구에서는 노인 관련 지식은 노인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인 

사실과 가장 일반적인 편견을 포함하는 것으로 Palmore(1977)가 개발한 Fact On 

Aging Quiz Part I (FAQ I)을 양경미 외(2002)가 한국 노인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

한 것으로 측정한 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노인에 대한 태도는 대상자들이 노인에 대한 감정과 견해를 측정하기 위해 한정

란(2004)이 개발한 노인에 대한 태도 척도로 측정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

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노인에 대한 행동은 원 희(2004)가 개발한 노인에 대한 행동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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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A. 노인에 대한 지식

 노인에 대한 지식을 연구한 국내․외 보고서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학생 특히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으며, 노인과 관련된 지식에 관한 연구보다는 태

도 위주로 조사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Palmore(1998)는 FAQ I(Facts on Aging 

Quiz I)을 이용하여 노인에 대한 지식수준을 조사한 연구들을 메타 분석하 다. 그

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분석한 전체 39편의 논문 중 6편이(15.4%) 간호사들을 대상

으로 노인에 대한 지식정도를 조사한 논문이었다. 분석한 논문의 정답률의 범위는 

최고 66%에서 최저 54% 는데 간호사 집단의 평균 정답률은 60%로 가장 높았으

며, 대학생(56%), 고등학생(54%)의 평균 정답률과 비교했을 때 간호사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정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almore(1998)는 이 분석을 통해서 

학생들은 물론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노화과정과 노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결

여되어 있고,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 다. 또한 학생들과 일반인들

이 노화과정에 대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변수 가운데서 

교육수준이 대상자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변수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지식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하 다. 

Holtzman & Beck(1981) 역시 FAQ I을 가지고 의대, 치대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를 하 는데 평균 정답률이 65%로 의대생이 치대생보다 지식 정도가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arnet(1979)은 의학, 간호, 심리학, 상담 등의 다양한 학문적 배

경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하 는데 FAQ I의 평균 정답률은 64%로 나타났

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을 조사한 연구는 6편으로 

대부분의 연구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이루어졌으며, 최근 연구는 두 편이 있었

다(김매자, 1979; 박인혜, 1979; 송미순, 1984; 김옥수, 1990; 임 신 외, 2002; 최희자, 

2002). 이 중 송미순(1984)은 Palmore(1998)가 처음 개발한 FAQ을 가지고 측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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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간호사들의 지식 정답률은 65%로 Palmore(1998)의 결과와 유사하 다. 최희

자(2002)는 연구자가 직접 개발한 도구를 가지고 측정한 결과 25점 만점에 19.76점

으로 평균 이상의 수준을 나타내었다. 반면 임 신 외(2002)의 연구에서는 FAQ I을 

가지고 광주광역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 는데, 

그 결과 간호사들의 정답률은 52.4%로 Palmore(1998)가 분석한 대학생(56%), 고등

학생(54%)보다도 낮은 지식 정답률을 보 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한정란(2000)은 일반 대학생들 대상으로 

FAQ I을 이용하여 노인에 대한 지식을 조사하 는데 정답률은 60.4% 다. 또한 양

경미 외(2002)도 같은 도구로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 는데 50.2%의 

정답률을 보 다. 

역에 따른 정답률을 살펴보면, 간호사와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임 신 

외(2002)와 양경미 외(2002)의 연구 모두 신체․생리적 역에서 정답률이 높은 반

면 심리적, 가족 및 사회적 역에서의 정답률은 낮은 수준을 보 다. 

이처럼 노인을 가장 많이 접하는 간호사 역시 일반인과 비슷한 수준의 지식정도

를 가지고 있으며, 신체․생리적 역에서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심리적, 가

족 및 사회적 역에서는 지식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B. 노인에 대한 태도 및 행동

노인에 대한 태도 및 행동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노인에 대한 ‘행동’이란 연

구는 없고, ‘태도’라는 용어를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보편적으로 통

용되고 있는 태도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태도는 어떤 사물에 대한 감정이나 생

각 따위가 겉으로 나타난 모습(동아사전, 1996)으로 매우 복합적인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용어 개념상의 혼돈으로 대부분의 국내․외 연구들은 노인에 대한 인

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 행동적 요소를 혼동하여 태도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었

다.  

Osgood 외(1957)의 척도, Sanders 외(1984)의 척도, Levin(1988)의 척도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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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미지나 인식으로 정서적 요소로만 측정하고 있는 연구가 있는 반면, 태도를 인

지적 요소로 지식적인 면을 측정하고 있는 연구들도 있었다. 그 대표적인 도구로는 

Kogan(1961)의 Old People(OP) Scale이나, 137개의 진술문으로 이루어진 Tuckman

과 Loger(1953)의 노인에 대한 태도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한 것이다(한정란, 2000).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이미지나 인식으로 정서적 요소로만 태도를 측정한 연구

가(신귀연, 1995; 한정란, 2000) 있는 반면, 태도 안에 인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를 

포함하여 측정한 연구도(김혜경, 1997; 이미정, 1996) 있었다. 또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여 측정한 연구가(이선자, 1989; 최경옥, 1975) 있었으며, 

김은일(1981)연구는 Tuckman과 Loger(1953)의 도구를 사용하여 노인에 대한 인지

적인 측면을 태도라는 개념으로 측정하고 있었다.  

이처럼 노인에 대한 태도의 개념이 명료화 되지 않고, 모호하게 혼용되어 태도를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태도’라는 좀 더 포괄적인 용어로 선행 연구들

을 종합, 분석하고자 한다.    

노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1950년대 초반의 국외 연구들은 

젊은이들이 노인에 대해 차별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노인을 매력없

고, 무능력하고, 신체적으로 약하고, 성적으로 무관심하고, 어리석으며, 소외되었다

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Tuckman&Lorge, 1954; McTavish, 

1971; Rosencranz & McNevin, 1969). 그러나 1960년대 후반 이후 척도가 다양하게 

개발되면서, 다양한 연구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Courtney(2000)는 간호사들을 대상

으로 노인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연구들을 분석하 는데, 7편의 연구 중에서 5편의 

연구가 노인환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보고하 다. 

Sanders 외(1984)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 는데, 조사

결과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전체적인 태도는 중립적인 수준보다 약간 더 긍정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고한 연구도 있는데, Hawkins(1996)는 대상 

노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대학생들의 태도는 부정적이라고 하 으며, 또한 Karner외

(1998)와 Stevens(1995)은 노인들에 대한 편견 및 부정적인 태도가 사회의 다른 구

성원들과 마찬가지로 보건 의료 전문인들 사이에도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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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외에도 간호사들은 노인들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무능하며, 간

호사들에게 쉽게 불평하며, 자기가 하던 방식을 고수하는 집단으로 생각하며, 노인

들을 간호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도 다수 있었다(Kogan 외, 1994; 

Hope, 1994; Lookinland 외, 1995). Lookinland 외(1995)는 노인 환자들의 나약함 그

리고 만성적인 질병에 대해 간호사들이 장기간 노출될 때, 감정적인 거부와 노인에 

대한 편견을 유발한다고 보고하 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

낸 연구가(김은일, 1981; 윤진 외, 1982; 이선자, 1989; 조명희, 1974; 차용은, 1981; 

한정란, 2000; 한정란, 2003) 있는 반면,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연구도

(고 희, 2002; 김은경, 2003; 조수현, 1992; 최희자, 2002) 있었다.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최경옥(1976), 송미순(1984), 임 신

(2002)은 노인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는 부정적이라고 보고하 다. 이러한 이유에 대

해 임 신(2002)은 간호사들이 일반집단 사람들보다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건강한 

노인들보다는 아프고 비활동적이며, 의존적인 상황의 노인을 많이 접하기 때문이라

고 설명하 다. 반면 최희자(2002)와 조수현(1992)의 연구에서는 간호사들이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 는데, 이에 대해 조수현(1992)은 우리

나라 간호사들이 외국에 비해 경로사상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하 다.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양경미 외(2002)의 연구에서는 노인에 대한 태도는 140

점 만점에 평균 81.70으로 중립적인 범위에 있다고 하 다.  

노인에 대한 행동을 살펴본 연구로는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김윤정 외

(2001)와 이시형 외(1994)의 연구가 있었다. 이 중 김윤정 외(2001)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에 대한 행동은 4점 만점에 2.91점, 긍정적 노인관이 4점 만점에 2.83점, 

부정적 노인관은 1.94점으로 비교적 긍정적이었으며, 긍정적인 노인관이 노인에 대

한 행동에 향을 미친다고 설명하 다. 이시형 외(1999) 역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하 는데, 학년이 낮고, 남학생이고, 노인과 동거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노인에 

대해 더 긍정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하 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노인에 대한 행동

을 단지 5문항으로 측정하는 것에 그쳐 연구결과를 신뢰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노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데 있어 많은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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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인에 대한 

행동’을 구별하여 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좀 더 명확하고 포괄적으

로 분석함과 동시에 태도와 행동 간의 관계도 규명하고자 한다.  

C.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동과의 관계 및 관련요인

지식과 태도 및 행동과의 관계, 그리고 지식과 태도 및 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

인을 살펴보면, 여러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지식이 노인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것으로 보고하 다(Sheffler, 1980; Armstrong 외, 1989; Hope, 1994; 임

신, 2002). Courtney(2000)는 노인에 대한 간호사들의 부정적인 태도는 노인이 받는 

간호의 질에 심각한 향을 미치며, 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이 태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설명하 다. 그러나 지식과 태도가 유의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도 다수 있었다(Philivert, 1976; Gilies, 1973; 송미숙, 1984; Provest 외, 

1991; 이향련, 2002; 최희자, 2002; 양경미, 2002). 이러한 이유를 Stevens 외(1995)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 교육을 받는 동안 교육 내용 및 방법상의 문제, 그리고 노인 간

호가 다른 역에 비해 전문적인 기술보다는 손이 많이 가는 개인적 신체 간호가 

많이 요구된다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노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 다. 

노인에 대한 태도가 노인 간호 및 행동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많은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간호사들의 태도가 노인 간호의 질과 노인을 대하는 행동에 향을 준

다고 보고하 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Frenay 외(1971)는 간호사가 희망적이고 신

뢰성 있는 태도로 노인환자를 간호함으로서 노인환자의 행동이 변화했다고 하 다. 

또한 Benjamin(1967)은 노인환자는 그들의 신체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간호사의 따

뜻하고 지지적인 접근과 긍정적인 태도를 필요로 하고, 다정하고 수용적인 간호사-

환자 관계를 갖기를 원한다고 하 다. 따라서 노인환자에 대한 간호는 노인들의 신

체적 기능회복과 그들에게 독립성을 길러주는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사

회․경제적인 회복 및 증진에 근거하여 자존감과 가치감,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회

복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하 다. Hatton(1977)은 태도에 대한 조사연구에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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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그 질은 간호사들의 태도에서 반 된다고 하 으며, 건강소비자에 대한 간호

사의 태도는 건강소비자가 제공받는 간호의 질적 수준에 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

다(Compebell, 1971; Knowles 외, 1985). Gunter(1971)와 Benson(1982) 역시 노인

에 대한 간호사의 긍정적 태도는 노인환자에 대한 치료적인 간호중재를 이끈다고 

하 다.

노인에 대한 인식과 행동 간의 관계를 본 김윤정 외(2001)의 연구결과를 살펴보

면, 긍정적 노인관이 노인에 대한 행동에 긍정적인 향을 미친다고 설명하 다. 즉 

노인에 대한 인식이 청소년들의 노인에 대한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수로 청소

년들의 노인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설명하 다. 

간호사들의 지식과 태도 및 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노인관련 교

육 제공으로 Huber 외(1992)는 장기요양시설에서 계속 교육프로그램으로 노화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 후, 간호사들의 지식이 의미 있게 증가하 고, 부정적인 태도가 

의미있게 감소되었음을 보고하 다. Karner 외(1998)는 노인에 대한 문제 및 요구

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고자 간호사들을 포함한 병원직원 95명을 대상으로 2개월 

에 거쳐 매 2시간씩 9회의 경험적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FAQ I으로 프로그램 

전․후 지식을 측정하 다. 그 결과 경험적 학습 프로그램이 대상자들의 노인에 대

한 부정적인 편견과 느낌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편견을 증가시킨 것으로 보고하

다. 이 외에도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노인관련 수업을 통해 노인에 대한 부정

적인 태도 및 고정관념적인 태도가 감소하고, 지식이 증가하 음을 설명한 연구도 

있었으며(Huber외, 1992; Hannon, 1980; Wilhite, 1976; Gunter, 1971; 이 숙외, 

2002; 박인혜, 1979) 세대간의 프로젝트를 통해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

화되었음을 설명 한 연구도 있었다(Aday, 1993; Dellmann-Jenkins 외, 1994; Porter 

외, 1978;  Anderson-Hanley, 1999; 한정란, 1994).  반면 김은일(1981)은 노인 간호

에 대한 강의가 태도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 는데, 이는 노인 간호에 대한 

강의가 여러 과목에 산재되어 있어 노인 간호학이라는 단독 과목으로 강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 다.

근무 부서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Prevost(1991)는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내․외

과 간호사들에 비해 노인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더 많은 지식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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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고 보고하 다. 이는 병동 환자에 비해 중환자실의 모든 환자들이 간호사들

에게 더 의존적이기 때문에 중환자실 간호사들에게는 노인환자들이 부담감으로 느

끼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 다. Treharne(1990)은 Kafer 외(1980)가 개발한 

Ageing Opinion Survey를 가지고 연구를 한 결과, 종합병원의 노인병동 간호사들

이 노인에 대한 태도는 중립적이며, 근무 중의 스트레스가 이런 태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향을 미친다고 설명하 다. Hope(1994)는 급성기 간호 역에서 노인환자

를 돌보는 간호사들이 일반 내과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들보다 노인에 대해 더 긍

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노인 환자를 간호하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며, 선호하는 것으

로 보고하 다. Snape(1986)는 재활기관에 있는 간호사들이 장기 요양기관에 근무

하는 간호사들보다 노인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적절한 간호기술을 사

용한다고 설명하 다. Bowling 외(1991)와 Pursey 외(1995)는 노인 환자를 간호하

는 것에 대해 간호사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은, 노인 환자들이 높은 의존력

을 보이며, 노인환자를 간호하는 근무 여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

다. 

노인 간호의 선호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조수현(1992)은 간호사 218명을 대

상으로 연구하 는데 그 결과 노년층 환자를 간호하기 좋아하는 간호사일수록 긍정

적인 태도를 나타낸다고 하 다. 

지식, 태도 및 행동에 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성별, 결혼유무, 연령, 

교육수준, 임상경력, 성격, 철학, 조부모 생존여부, 노인과 살아본 경험, 노인과의 친

감, 노인봉사 경험이 있다. 

성별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연

구가 (고경애, 1990; 고 희, 2002; 한정란, 2000)있는 반면 여성이 남성보다 노인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노인에 대한 행동에 있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노인

에 대해 긍정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연구도 있었다(이시형 외, 1999).

결혼상태에 있어서는 기혼 간호사들이 노인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이라는 연구

가(최희자, 2002) 있는 반면 미혼 간호사들이 노인에 대해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다는 연구도(최경옥, 1976) 있었다.

연령을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화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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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송미순, 1984; 이시형 외, 1999;  이선자, 1989; 임인혜, 1986) 있는 반면 나이

가 많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연구도 있었다(Brown, 1966 ; Campbell, 

1971). Smith 외(1982)는 간호사의 나이가 긍정적인 태도에 향을 주는 중요한 변

수임을 설명하면서, 이는 나이 많은 간호사들이 오랜 시간 노인환자를 간호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기도 하지만, 지속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취

함으로서 양가감정을 감소시킨 결과라고 설명하 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인 간호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연구

가(Brown, 1966 ; Campbell, 1971; 최경욱, 1976) 있는 반면, 전문직 교육 수준이 높

은 간호사들이 노인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이라고 보고한 연구도 있었다

(Armstrong 외, 1989; Gillis, 1973; 최경옥, 1976; 조수현, 1992). Smith 외(1982)는 

간호사(registered nurse), LPN(licensed practical nurses), 조무사를 대상으로 노인

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 는데, 간호사가 가장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 다

고 하 다. Philibert(1976)도 역시 교육정도에 따라 노인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

다고 보고하 다.  

임상경력에 있어서는 Gillis(1973)에 따르면, 임상경력 2년 정도까지는 긍정적 태

도를 가지고 있다가 점점 부정적으로 변하며, 9년 이상이 되면 다시 긍정적인 방향

으로 태도가 바뀐다고 하 다. 최희자(2002)의 연구에서는 임상경력이 1-5년 미만

인 간호사들이 노인에 대한 태도가 가장 긍정적이라고 하 다. 

Dupis 외(1970)는 간호사의 재활에 대한 개념과 철학이 노인환자에 대한 간호사

의 부정적인 감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 다. 

Kogan(1961)은 노인에 대한 태도와 가장 의미있게 연관이 큰 것은 개인의 성격

으로, 모성적 성격을 가진 사람이 노인에게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 다고 설명하

다. 

조부모의 생존 여부에 있어서는, 조부모의 생존이 더 많은 접촉 기회를 주기 때문

에 노인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향을 준다는 연구도(Janelli, 1988) 있으며, 조부

모의 생존여부가 노인에 대한 태도에 아무런 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도 있었

다(한정란, 2000; 한정란, 2002; Sanders, 1984).

노인과의 거주 및 접촉 경험에 있어서는, Barnet(1979)은 노인과 거주 경험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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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노인에 대한 지식이 더 높았다고 설명하 다. 태도에 있어서는, 노인과 함

께 살아본 경험이 있는 경우에 노인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연구가

(김광숙, 1987; 김옥수, 1990; 김연수, 1993; 임장순, 1979; 차용은, 1980; Hawkins, 

1996)있는 반면 노인과의 동거경험이나 단순한 접촉은 노인에 대한 태도에 아무런 

향을 미치지 않으며, 노인의 접촉이나 관계의 질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었다(Rosencranz 외, 1969; 김은일, 1981; 김윤경, 2001; 

김혜경, 1997; 임인혜, 1986; 이선자, 1989; 이은미, 1999; 이미정, 1996; 김윤정, 2001; 

이시형, 1999). 행동에 있어서는 노인과 거주경험이나 접촉 경험이 더 긍정적인 행

동을 유발한다고 하 다(이시형, 1999). 

노인과의 친 감에 있어서는, Sanders (1984)와 양경미 (2002)는 노인과의 긍정적

인 경험, 친 감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향을 미친다고 설명하 다. 또 다른 연구

에서는 청소년과 조부모의 친 감과 같은 관계의 질적인 면이 노인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긍정적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김혜경, 1997; 신귀연, 1995; Cartestenses 

외, 1982; Hartshome 외, 1982). 반면 김윤정 외(2001) 연구에서는 접촉의 정도나 관

계의 질 보다는 노인에 대한 인식이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수로 청소년들의 

노인에 대한 행동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설명하 다.  

노인봉사 경험에 있어서는 양경미 외(2002)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인을 대상으

로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학생들이 자원봉사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의 향이기 보

다는 처음부터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학생들이 노인 봉사를 하기 때문

이 아닌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다.  

문헌을 살펴보면, 지식과 태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나, 지식과 태도 및 행동에 향

을 주는 요인들에 있어서 많은 혼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구 대부분이 

병원의 근무 부서에 따른 간호사들의 지식과 태도를 조사한 것이 대부분이고, 노인

만을 간호하는 기관과 여러 연령층을 간호하는 기관의 특성에 따른 연구는 되어있

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국내 연구에서는 근무 부서에 따른 연구조차도 되어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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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건의료 환경에서 노인 대상자의 증가와 보건복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간호사들의 지식과 태도 및 행동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우리나라 

노인 간호의 수준이나 질 평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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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및 절차

A.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노인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과 태도 및 행동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횡단적 조사 연구이다.

B.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대상은 근무기관에 따른 대상자의 편중을 막기 위해 서울 시내와 경기도, 

인천 광역시에 위치한 대학 병원 2곳과 노인 병원 8곳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

로 하 다. 이 중 대학병원에서는 소아과와 신생아실 및 수술실 등 노인을 직접 간

호하지 않는 간호사는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하 다. 총 435부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A 대학병원 120부, H 대학병원 123부, K 노인병원 10부, E 노인병원 80부, H 노인

병원 8부, G 노인병원 20부, Eu 노인병원 16부, C 노인병원 8부, B 노인병원 40부, 

Ch 노인병원 10부를 각 병원의 간호부를 통하여 배부하 다. 간호사가 직접 자기 

보고식 방법으로 응답하게 하 으며, 총 385부가 회수되어 이중 응답이 불성실한 

25부를 제외한 360부를 본 연구의 자료 수집에 사용하 다. 자료 수집기간은 2004

년 3월 22일부터 4월 17일 까지 다.  

C.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 일반적 특성 14문항과 지식, 태도 및 행동 

3개의 역에서 62문항으로 구성하여 설문지는 총 76문항으로 작성하 다. 

본 연구의 실행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2004년 2월 16일 간호사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수정, 보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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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도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 및 노인 관련 경험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노인과의 생활경험 및 실무 경험, 노인 간호 수강 경험, 

노인 간호 선호에 대한 문항은 문헌고찰을 통해 연구자가 고안하 다. 

2 노인에 대한 지식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편견을 측정하기 위해 Palmore(1977)에 의해 처음 개발되었

고, 1998년에 수정 보완된 True-False version의 Fact On Aging Quiz Part1(FAQ 

I)을 양경미 외(2002)가 한국노인 실정에 맞추어 적절하게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

하 다. FAQ I은 노화에 대한 편견을 밝혀내고 토론을 유도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

고 일반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이 도구는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진

술에 대해 응답자들이 그 진술이 맞는지, 틀린지, 혹은 잘 모르는지를 표시하게 되

어 있다. 각 문항은 노화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인 사실과 가장 일반

적인 편견을 포함하 다. 각 문항에 대한 정답은 짝수 문항은 모두 참이고, 홀수 문

항은 모두 거짓으로, 지식 총점은 각 문항별로 정답은 1점, 오답과 모르겠다는 0점

으로 처리하여 25문항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 다. 따라서 지식 총점은 최고 25점에

서 최저 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3.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에 대한 대상자들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한정란(2004)의 노인에 대한 태

도 척도를 사용하 다. 한정란(2004)의 도구는 20개의 상반되는 형용사 쌍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Likert 7점 척도로 ‘매우 긍정적’은 1점으로 ‘매우 부

정적’은 7점으로 응답하게 하 다. 문항 중 6, 7, 11, 12 제외한 것은 의미의 일관성

을 유지하기 위해 역 코딩한 후 통계 처리하 으며,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20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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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부정적인 태도)에서 140점(가장 긍정적인 행동)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척도의 각 항목이 7점 범위를 가지므로 3.5점에서 4.5점까지를 중

립적인 태도의 범위로 분류할 수 있으며, 총점에서는 70점과 90점 사이의 점수가 중

립적인 범위를 나타낸다. 즉 70점 이하의 점수는 부정적으로 90점 이상은 긍정적으

로 고려하 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 = .776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8378 다. 

4. 노인에 대한 행동 

노인에 대한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원 희(2004)가 개발한 노인에 대한 행동 

척도를 사용하 다. 도구는 17개의 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하여 4점 척도로 ‘전혀 그

렇지 않다’는 1점, ‘매우 그렇다’는 4점으로 응답하게 하 다. 응답자들은 개인이 노

인을 대하는 행동에 따라 각 문항에 대해 답을 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를 역 코딩하

여 통계처리 하 다.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17점(가장 부정적인 행동)에서 68점(가

장 긍정적인 행동)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척도의 각 항목

이 4점 범위를 가지므로 2점에서 3점까지를 중립적인 행동의 범위로 분류할 수 있

으며, 총점에서는 34점과 51점 사이의 점수가 중립적인 범위를 나타낸다. 즉 34점 

이하의 점수는 부정적으로 51점 이상은 긍정적으로 고려하 다. 본 연구에서 도구

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 = .822 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7726 다. 

D.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 자료는 SPSS PC Package Program을 이용하여 전산 처리하 다. 

1. 대상자의 지식, 태도 및 행동, 일반적인 특성, 노인에 대한 경험 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사용하 다. 

2.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coefficient correlation을 사용하 다. 



- 17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관련 특성에 따른 지식, 태도 및 행동에 대한 차이 검

증은 변수의 특성에 따라 t-test, ANOVA를 사용하 다. 

E.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를 특정 지역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 기에 전체 간호사

를 대상으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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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A.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간호사의 평균 연령은 28.7세(±5.73)로 26-30세가 43.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

음으로는 21-25세가 22.1%로 많았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76.9%로 기혼 간호사들보다 많았으며, 최종학력은 3년제 간호

대학 졸업자가 75.0%로 4년제 간호대학 19.4%와 대학원 5.6%의 두 그룹을 합한 것 

보다 3배 더 많았다. 

직위는 일반 간호사들이 81.9%로 책임간호사 11.4%, 수간호사 6.7%보다 많은 비

율을 차지하 다. 

현 근무 부서별로 살펴보면 노인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총 153명으로 42.5%

으며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총 207명으로 57.5%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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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360)

특 성    구 분 실수 백분율

연령 21-25 119 22.1

(세) 26-30 157 43.6

31-35 39 10.8

36세 이상 45 12.5

결혼 상태 미혼 277 76.9

기혼 83 23.1

최종학력 3년제 간호대학 270 75.0

4년제 간호대학 70 19.4

대학원 20 5.6

직위 일반간호사 295 81.9

책임간호사 41 11.4

수간호사 24 6.7

현부서 대학병원 207 57.5

노인병원 153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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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자의 노인 간호 관련 특성

대상자들의 노인 간호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간호사들의 평균 근무 년 수는 4년 8개월(±4.00)로 1-5년 미만이 55.0%로 5-10년 

미만 21.7%, 10년 이상 11.9%, 1년 미만 11.4%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 다. 

현 부서에서의 근무 년 수를 살펴보면, 2년 9개월(±2.50)로 1-5년 미만이 63.9%로 

많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노인 간호 수강 여부에 있어서는 강의를 들어본 경험이 있는 간호사가 74.7%로  

많았으며, 수강 경로는 노인 간호학 단독 과목으로 들었다는 간호사가 55.4% 이었

으며, 다른 과목의 일부로 들었다는 간호사도 35.7% 다. 

노인 봉사 여부에 있어서는 봉사 경험이 없다는 간호사가 56.4%로 있다는 간호사 

43.6%보다 조금 높은 비율을 보 다.  

노인 간호 선호 여부에 있어서는 노인 간호를 선호한다는 간호사가 59.2%를 차지

하 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병원 간호사들의 79.1%가 노인 간호를 선호하지만 대학

병원 간호사들은 44.4%에 불과하여 이러한 결과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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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상자의 노인 간호 관련 특성                               (N=360)

특 성    구 분 실수 백분율

근무년수 1년미만 41 11.4

1-5년미만 198 55.0

5-10년미만 78 21.7

10년 이상 43 11.9

현 부서 근무 년수 1년미만 72 20.0

1-5년미만 230 63.9

5년이상 58 16.1

노인 간호 수강 유무 유 269 74.7

무 91 25.3

노인 간호 수강 경로 정규과목 149 55.4

다른 과목 일부 96 35.7

단기 연수교육 24 8.9

노인 봉사 경험 유 157 43.6

무 203 56.4

노인간호 선호 여부 좋다 213 59.2

싫다 147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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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대상자의 노인과의 관계

대상자들의 노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조부모 생존 여부에 있어서 살아있다는 간호사들이 58.3%로 많았으며, 노인과의 

거주 경험에 있어서는 간호사들의 52.8%가 성장과정에서 노부모와 살아본 경험이 

있었다. 아는 노인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62.5%가 없다고 하 다. 

<표 3> 대상자의 노인과의 관계                                    (N=360)

특 성    구 분 실수 백분율

조부모 생존 여부 유 210 58.3

무 150 41.7

노인과의 거주 경험 성장과정에서 조부모 190 52.8

시부모 17 4.7

노인 부모님 25 6.9

전혀없음 128 35.6

아는 노인 유무 유 135 37.5

무 225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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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동 정도 

1. 연구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정도

노인에 대한 대상자의 지식정도를 조사한 결과, 대상자의 지식 총점은 총 25점 만

점에 간호사 전체 평균은 12.52점(±2.74), 정답률은 50.1%로 최고 19점에서 최소 5

점이 다. 

척도에 포함된 전체 문항을 크게 신체적․생리적 역(1, 2, 3, 4, 6, 8, 9, 10, 12, 

14, 18번: 11개 문항), 심리적인 역(5, 11, 13, 16, 23, 24번 : 6개문항), 가족 및 사회

적인 역(7, 15, 17, 19, 20, 21, 22, 25번: 8개 문항)의 범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신체적․생리적 역 문항에 대한 정답률은 68.3%인데 비하여, 심

리적 역은 33.3%, 가족 및 사회적 역에 대한 정답률은 37.7%에 불과하 다.  

연구대상자들의 문항별 정답률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인 지식문항은 

“체력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와 “5가지 감각 (시력, 청력, 미각, 촉

각, 그리고 후각) 모두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로 정답률은 각각 

94.7%, 94.4%를 보 다. 그 다음으로는 “폐활량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가 91.4%로 모두 신체적․생리적 역에서 높은 정답률을 보 다.

반면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인 문항은 심리적 역에서의 “노인들은 나이가 들면

서 더 신앙심이 깊어지는 경향이 있다.”와 가족 및 사회적 역에서의 “현재 인구의 

10%이상이 65세 또는 그 이상이다.”로 8.6%, 9.4%의 정답률을 보 다. 그 다음으로

는 심리적 역인 “노인들 대부분은 그들은 좀처럼 지루하지 않다고 말한다.”로 

13.3%의 정답률을 보 다. <표 4>

따라서 간호사들은 노인에 대한 신체적․생리적 역에서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심리적, 가족 및 사회적 역에서는 낮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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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문항별 지식 정답률                     (N=360)

 역 문 항 내 용
정답률

명(%)
순위

신 노인의 대부분은 망녕(예: 기억력 손상, 지남력 장애, 치매)이 든다. 194(53.9) 10

체

적

5가지 감각 (시력, 청력, 미각, 촉각, 그리고 후각) 모두가 나이가 들면서 감

소하는 경향이 있다

340(94.4) 2

․ 대부분의 노인은 성관계에 대한 관심도 없고, 능력도 없다. 309(85.8) 6

생 폐활량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329(91.4) 3

리 체력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341(94.7) 1

적 노인 운전자들은 젊은 운전자들보다 1인당 사고 횟수가 더 적다. 86(23.9) 18

대부분의 노인 직장인들은 젊은 직장인들보다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 218(60.6) 9

역 노인의 50% 이상이 일상생활 활동을 수행할 만큼 충분히 건강하다. 180(50.0) 12

노인들은 보통 새로운 어떤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해 더 오래 걸린다. 315(87.5) 4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반응시간이 더 느린 경향이 있다. 313(86.9) 5

직장에서 늙은 직장인들은 젊은 직장인들 보다 사고가 적다.  79(21.9) 20

심 많은 노인들이 대부분의 시간에 비참함을 느낀다. 190(52.8) 11

리 노인들 대부분은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271(75.3) 8

적 우울은 젊은이들 보다 노인들에게서 더 많이 발생한다. 123(34.2) 16

노인들 대부분은 그들은 좀처럼 지루하지 않다고 말한다. 48(13.3) 23

역 노인들은 나이가 들면서 더 신앙심이 깊어지는 경향이 있다. 31(8.6) 25

대부분의 노인들은 좀처럼 흥분하거나 화를 내지 않는다. 55(15.3) 22

가

족

적어도 5% 이상의 노인이 장기체류기관 (예: 요양원, 정신병원, 노인주거시

설 등과 같은)에 살고 있다.

61(16.9) 21

․ 일반적으로 노인이 되면 모든 면에서 비슷비슷해 진다. 151(41.9) 15

사 대부분의 노인들은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다. 115(31.9) 17

회 현재 인구의 10%이상이 65세 또는 그 이상이다. 34(9.4) 24

적 대부분의 의료인들은 노인들에게 낮은 우선권을 주는 경향이 있다. 163(45.3) 14

노인들 대부분은 최저생계비 (정부에 의해 규정된) 이하의 수입을 가진다. 84(23.3) 19

역 대부분의 노인들은 일을 하고 있거나 어떤 종류의 일을 가지기를 원한다.

(가사일이나 자원봉사일을 포함)

307(85.3) 7

2010년의 노인들의 건강과 사회경제적인 상태는 (젊은이들과 비교되는) 거의 

현재와 같거나 더 나빠질 것이다.

171(47.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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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대상자의 역별 지식 정답률                           (N=360)

역별 지식 정답률(%)

신체적․생리적 역 68.3

심리적 역 33.3

가족 및 사회적 역 37.7

전체 정답률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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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태도

대상자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를 살펴보면, 총점은 140점 만점으로 간호사들

의 평균 점수는 80.53점(±10.27)으로 중립적인 범위(70점에서 90점)내에 있었고, 최

고점은 109점이었으며 최저점은 44점으로 나타났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중립적인 범위 (3.5-4.5)를 벗어나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문항은 9개의 문항이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간호사들은 

노인들을 침착하고, 착하며, 부지런하고, 재주가 많으며, 중요하며, 책임감이 있고, 

친절하고, 너그럽고, 정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문항

은 4개 문항으로 노인은 허약하고, 불만이 많고, 촌스럽고, 우울하다고 생각하고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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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                              (N=360)

문 항 내 용 평균(SD) 최고 - 최저

깨끗하다 - 지저분하다 3.80(0.96) 7  -  1

잘생겼다 - 못생겼다 4.00(0.95) 7  -  1

세련되다 - 촌스럽다 3.46(0.87) 6  -  1

건강하다 - 허약하다 2.97(1.10) 6  -  1

침착하다 - 덤벙댄다 4.84(1.25) 7  -  1

유식하다 - 무식하다 4.05(0.82) 7  -  1

똑똑하다 - 멍청하다 4.18(0.78) 6  -  1

중요하다 - 쓸모없다 4.92(1.25) 7  -  1

재주가 많다 - 잘하는게 없다 4.59(1.09) 7  -  1

남을 잘 믿는다 - 의심이 많다 4.08(1.31) 7  -  1

착하다 - 못됐다 4.72(1.06) 7  -  1

부지런하다 - 게으르다 5.01(1.19) 7  -  2

재미있다 - 재미없다 4.04(1.23) 7  -  1

용기가 있다 - 비겁하다 4.28(0.93) 7  -  1

불만이 없다 - 불만이 많다 3.44(1.00) 6  -  1

책임감이 있다 - 책임감이 없다 4.63(1.18) 7  -  1

명랑하다 - 우울하다 3.50(1.02) 7  -  1

친절하다 - 불친절하다 4.69(1.09) 7  -  2

너그럽다 - 이기적이다 4.64(1.40) 7  -  1

정직하다 - 거짓말을 잘한다 4.73(1.18) 7  -  2

전     체 80.53(10.27)      109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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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행동

대상자들의 노인에 대한 행동 점수를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총점 68점 만점에 

간호사들의 평균 행동점수는 56.41점(±5.21)으로 중립적인 범위(34점에서 51점)보다 

높아 비교적 긍정적인 행동을 보 으며, 최고점은 68점 최저점은 40점으로 나타났

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각 문항을 역 코딩한 결과 가장 긍정적인 행동을 보인 문항은 

“카페나 식당 등에 들어가면 가능한 노인이 없는 다른 장소로 옮긴 적이 있다” 로 

4점 만점에 평균 점수 3.69점(±0.55)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노인이 출․퇴근시간에 

외출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라 생각한 적이 있다”(3.59±0.60), 

“노인이 잘 듣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행동한 적이 있다”(3.51±0.59)는 문항 순

으로 긍정적인 대답을 보 다.

부정적인 행동을 보인 문항으로는 “노인의 생각이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던 적

이 있다”로 평균 2.94점(±0.47)로 문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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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문항별 행동 점수                            (N=360)

문 항 내 용 평균(SD) 순위

노인을 비하하는 말이나 농담을 한 적이 있다. 3.41(0.53) 6

노인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무시한 적이 있다. 3.26(0.49) 12

노인이 하는 일이나 의견을 못미덥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3.15(0.53) 15

노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 3.43(0.68) 5

노인의 생각이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던 적이 있다. 2.94(0.47) 17

노인과 함께 있으면 불편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 3.06(0.61) 16

노인이 아픈 경우에는 노환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적이 있다. 3.16(0.60) 14

개인적으로 노인과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다. 3.29(0.66) 10

노인과 대화하거나 교제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3.17(0.64) 13

카페나 식당 등에 들어가면 가능한 노인이 없는 다른 장소로 옮긴 적이 있

다.

3.69(0.55) 1

노인이 잘 듣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행동한 적이 있다. 3.51(0.59) 3

노인이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행동한 적이 있다. 3.33(0.57) 8

노인이 나오는 프로그램은 보지 않는다. 3.38(0.77) 7

노인이 출․퇴근시간에 외출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라 생각한 적이 있다.

3.59(0.60) 2

노인이 나의 일이나 집안 일에 신경쓰는 것을 귀찮다고 느낀 적이 있다. 3.26(0.63) 11

노인 앞에서 노인이 알아듣거나 이해하기 힘든 용어나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

3.29(0.54) 9

대중교통 이용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기 위해 눈을 감거나 모르는 

척 했다.

3.49(0.55) 4

 전      체 56.4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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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동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 비교

간호사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 차이를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간호사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식의 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는 변수는 연령으로, 사후 검정 시 36세 이상 간호사들이 26-30세 간호사

들보다 지식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F=2.774, p=.041). 

그 외 변수로 기혼인 간호사가 미혼 간호사보다 그리고 수간호사가 책임 간호사

와 일반 간호사 보다 지식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현 근무 부서별로 살펴보면, 노인병원 간호사의 지식 점수는 평균 12.47점(±2.81)

으로 정답률 49.9% 이었으며, 대학병원 간호사들의 지식 점수는 12.56점(±2.75)으로 

정답률 50.2%로 두 집단의 지식 정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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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 비교     (N=360)

특 성    구 분 실수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연령 21-25 119 12.43 2.79 2.774 .041

(세) 26-30
*

157 12.31 2.68

31-35 39 12.33 2.91

36세 이상* 45 13.62 2.75

결혼상태 미혼 277 12.44 2.77 -.931 .353

기혼 83 12.77 2.77

3년제 간호대학 270 12.38 2.70 2.824 .061

최종학력 4년제 간호대학 70 12.70 2.98 

대학원 20 13.85 2.87 

직위 일반간호사 295 12.42  2.71 2.554 .079

책임간호사 41 12.51 3.28 

수간호사 24 13.75 2.51 

현 근무 부서 대학병원 207 12.56 2.75 .167 .762

노인병원 153 12.47 2.81 

*
 Turkey HSD 검정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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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 간호 관련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 비교

대상자들의 노인 간호 관련 특성에 따른 지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간호사들의 노인 간호 관련 특성 중 P<.05 수준 이상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

는 근무 년 수, 노인 간호 수강 유무, 노인 간호 선호 여부로 근무 년 수에 있어서

는, 사후검정 시 10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들이 1년 미만 근무한 간호사들과 1-5년 

미만 근무한 간호사들보다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왔다(F= 2.951, p=.033).  

노인 간호 수강 유무에 있어서는, 노인 간호 강의를 들어본 경험이 있는 간호사들

이 없는 간호사들보다 노인에 대한 간호사들의 지식수준이 높았다(t=3.117, p=.002). 

노인 간호 선호 여부에 있어서는, 노인 간호를 선호하는 간호사 일수록 노인에 대

한 지식이 증가함을 나타내었다(t=2.283, p=.023). 

그 외 변수로 간호사들의 현재 근무 부서에서의 근무 년 수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노인 봉사 경험이 있는 간호사가 봉사 경험이 없는 간호사 보다 노인에 대한 지식

정도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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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대상자의 노인간호 관련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 비교      (N=360)

특성 구분 실수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근무년수 1년미만* 41 12.02 2.65 2.951 .033

1-5년미만* 198 12.37 2.78 

5-10년미만 78 12.55 2.67 

10년 이상* 43 13.63 2.90 

현 부서 근무 년수 1년미만 72 12.32 2.66 .372 .689

1-5년미만 230 12.53 2.77 

5년 이상 58 12.74 2.97 

노인 간호 수강 유무 유 269 12.78 2.78 3.117 .002

무 91 11.75 2.63 

노인 간호 수강 경로 정규 과목 149 12.83 2.88 .297 .743

다른 과목 일부 96 12.64 2.65 

단기 연수교육 24 13.08 2.75 

노인 봉사 경험 유 157 12.81 2.59 1.728 .085

무 203 12.30 2.90 

노인 간호 선호 여부 좋다 213 12.80 2.70 2.283 .023

싫다 147 12.12 2.85 

*
 Turkey HSD 검정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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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과의 관계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 비교

 대상자들의 노인 간호 관련 특성에 따른 지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10>과 같

다. 간호사들의 노인과의 관계 중 아는 노인 유무만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2.428, p=.016). 즉 아는 노인이 있는 간호사들이 없는 간호사들보다 지식정도가 

높았다.

노인과의 거주 경험과 간호사들의 지식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

만, 거주 경험이 있는 간호사들이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표 10> 대상자의 노인과의 관계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 비교           (N=360)

특 성 구 분 실수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조부모 생존 여부 유 210 12.52 2.83 0.013 .990

무 150 12.52 2.72 

노인과의 거주 경험 성장과정에서 조부모 190 12.52 2.81 2.430 .065

시부모 17 13.41 2.27 

노인 부모님 25 13.60 2.55 

전혀없음 128 12.20 2.78 

아는 노인 유무 유 135 12.98 2.73 2.428 .016

무 225 12.25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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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 비교

간호사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 차이를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간호사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태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내는 변수는 연령, 결혼상태, 직위 다. 

연령에 있어서는, 사후검정 시 30세 이하의 간호사들이 36세 이상의 간호사들보

다 유의하게 태도점수가 높게 나타나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F=4.009, p= 

.008). 

결혼 상태에 있어서는, 미혼 간호사가 기혼 간호사보다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

도를 보이고 있었다(t=2.384, p=.018).  

직위에 있어서는, 사후검정 시 일반 간호사가 수간호사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태도 점수가 높아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F=7.070, t=.001). 

현재 근부 부서별로 살펴보면, 노인병원 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평균 

80.07점(±11.48)이며, 대학병원 간호사들은 80.88점(±9.30)으로 두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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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태도 비교                 (N=360)

특 성 구 분 실수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연령 21-25* 119 81.54 10.70 4.009 .008

(세) 26-30
*

157 81.43 9.40

31-35 39 79.00 9.67

36세 이상* 45 76.06 11.46

결혼상태 미혼 277 81.23 10.10 2.384 .018

기혼 83 78.19 10.53

최종학력 3년제 간호대학 270 80.33 10.39 .429 .651

4년제 간호대학 70 81.53 9.59 

대학원 20 79.80 11.27 

직위 일반간호사* 295 81.33 10.05 7.070 .001

책임간호사 41 78.80 10.17

수간호사* 24 73.66 10.63

현 근무부서 대학병원 207 80.88 9.30 8.367 .470

노인병원 153 80.07 11.48 

*
 Turkey HSD 검정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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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 간호 관련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 비교

대상자들의 노인 간호 관련 특성에 따른 태도 정도를 살펴보면 <표 12>와 같다. 

간호사들의 노인 간호 관련 특성에 따른 태도의 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는 변수는 간호사들의 근무 년 수, 노인 봉사 경험, 노인 간호 선호 다.  

근무 년 수에 있어서는, 사후검정 시 1-5년 미만의 간호사들이 10년 이상 간호사

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태도 점수가 높게 나타나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

었다(F=3.302, p=.020). 

노인봉사 경험에 있어서는, 노인 봉사 경험이 있는 간호사들이 없는 간호사들보

다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 으며(t=3.464, p=.001), 노인 간호 선호 여부에 

있어서는, 노인 간호를 선호하는 간호사 일수록 노인에 대해 긍정적이 태도 보 다

(t=2.340, p=.020).

그 외 변수로 현 부서에서의 근무가 오래 되지 않을수록, 노인 간호 강의를 들어

본 경험이 있는 간호사들이 수강 경험이 없는 간호사보다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

도를 보 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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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대상자의 노인 간호 관련 특성에 따른 태도 비교                 (N=360)

특 성    구 분 실수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근무년수 1년 미만 41 81.73 11.20 3.302 .020

1-5년 미만* 198 81.34 10.21

5-10년 미만 78 80.26 9.41

10년 이상* 43 76.13 10.32

현 부서 근무 년수 1년 미만 72 80.88 11.52 .626 .536

1-5년 미만 230 80.78 9.94 

5년 이상 58 79.16 9.99 

노인 간호 수강 유무 유 269 80.86 10.40 1.036 .301

무 91 79.57 9.88 

노인 간호 수강 경로 정규 과목 149 81.23 10.94 1.127 .326

다른 과목 일부 96 81.05 9.48 

단기 연수교육 24 77.83 10.45 

노인 봉사 경험 유 157 82.64 10.45 3.464 .001

무 203 78.91 9.86 

노인 간호 선호 여부 좋다 213 81.58 10.79 2.340 .020

싫다 147 79.02 9.30 

*
 Turkey HSD 검정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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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과의 관계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 비교

대상자의 노인과의 관계에 따른 태도 정도를 살펴보면 <표 13>와 같다. 간호사

들의 노인과의 관계에 따른 태도 점수의 차이에서는 조부모의 생존 여부와 아는 노

인이 있는지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조부모의 생존 여부에 있어서는, 조부모가 살아 있는 간호사들이 그렇지 않은 간

호사들보다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t=1.968, p=.050). 

아는 노인여부에 있어서는, 아는 노인이 있는 간호사들이 아는 노인이 없는 간호

사들보다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t=3.046, p=.002).

노인과의 거주경험에서는 노인과의 거주경험이 있는 간호사들이 경험이 없는 간

호사 보다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 

<표 13> 대상자의 노인과의 관계에 따른 태도 비교                       (N=360)

특 성 구 분 실수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조부모 생존 여부 유 210 81.43 10.14 1.968 .050

무 150 79.28 10.37 

노인과의 거주 경험 성장과정에서 조부모 190 80.30 10.44 .873 .455

시부모 17 82.06 8.57 

노인 부모님 25 83.40 12.02 

전혀없음 128 80.13 9.87 

아는 노인 유무 유 135 82.71 11.10 3.046  .002

무 225 79.23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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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행동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행동 비교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행동정도를 살펴보면 <표 14>과 같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행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현 근무

부서로서, 노인병원 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행동의 평균 점수는 57.77점(±4.41)으

로 대학병원 간호사들에 비해(55.41±5.53)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

다(t=7.861, p=.005). 

그 외 변수로 기혼 간호사가 미혼 간호사보다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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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행동 비교                (N=360)

특 성 구 분 실수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연령 21-25 119 56.31 5.27 .595 .619

(세) 26-30 157 56.22 5.09 

31-35 39 56.44 5.41 

36세 이상 45 57.38 5.44 

결혼상태 미혼 277 56.38 5.28 -.196 .845

기혼 83 56.51 5.01

최종학력 3년제 간호대학 270 56.48 5.26 1.499 .225

4년제 간호대학 70 55.72 5.23

대학원 20 57.95 4.37

직위 일반간호사 295 56.44 5.05 .034 .966

책임간호사 41 56.36 5.84

수간호사 24 56.16 6.23

현 근무부서 대학병원 207 55.41 5.53 7.861  .005

노인병원 153 57.77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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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 간호 관련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행동 비교

대상자의 노인 간호 관련 특성에 따른 행동 정도를 살펴보면 <표 15>와 같다. 간

호사들의 노인 간호 관련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행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노인 간호 선호 여부로서, 노인 간호를 선호하는 간호사 일수록 선호하지 않

는 간호사보다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다(t=5.715, p=.000). 

그리고 노인 간호 수강 경험이 있고, 노인 봉사 경험이 있는 간호사들이 수강 경

험이 없고, 봉사 경험이 없는 간호사보다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었

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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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대상자의 노인 간호 관련 특성에 따른 행동 비교                (N=360)

특 성 구 분 실수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근무년수 1년미만 41 57.12 5.83 .394 .757

1-5년미만 198 56.22 4.92

5-10년미만 78 56.35 5.43

10년이상 43 56.74 5.65

현 부서 근무 년수 1년미만 72 57.14 5.36 1.000 .369

1-5년미만 230 56.16 5.19 

5년 이상 58 56.57 5.18 

노인간호 강의 유무 유 269 56.54 5.43 .790 .431

무 91 56.08 4.55 

노인간호 강의 정규 과목 149 56.02 5.32 1.656 .193

습득 경로 다른 과목 일부 96 57.04 5.76 

단기 연수교육 24 57.71 4.50 

노인 봉사 경험 유 157 56.85 5.48 1.369 .172

무 203 56.09 5.00 

노인간호 선호 여부 좋다 213 57.67 4.86 5.715 .000

싫다 147 54.61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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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과의 관계에 따른 노인에 대한 행동 비교

대상자의 노인과의 관계에 따른 행동 정도를 살펴보면 <표 16>과 같다. 간호사

들의 노인과의 관계에 따른 행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노인과의 거주 

경험으로, 사후검정 시 노인 부모님과 거주 경험이 있는 간호사들이 노인과 거주경

험이 전혀 없는 간호사들보다 행동 점수가 높아 긍정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었다

(F=2.912, p=.034). 

그 외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는 아는 노인 있는지 여부로서 아는 노인이 

있는 간호사들이 없는 간호사들보다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다

(t=3.046, p=.002). 

<표 16> 대상자의 노인과의 관계에 따른 행동 비교                     (N=360)

특성 구분 실수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조부모 생존 여부 유 210 56.32 5.14 -.411 .681

무 150 56.55 5.35 

노인과의 거주 경험 성장과정에서 노부모 190 56.79 4.96 2.912 .034

시부모 17 56.35 5.40 

노인 부모님* 25 58.40 5.18 

전혀없음* 128 55.49 5.46 

아는 노인 유무 유 135 57.49 4.92 3.046 .002

무 225 55.78 5.30 

*
 Turkey HSD 검정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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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동 간의 상관관계

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동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17>와 같다. 

간호사들의 지식, 태도 및 행동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지식이 높으면, 태도가 긍정적이며, 행동도 긍정적임

을 알 수 있다. 

<표 17>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동 간의 상관관계           (N=360)

역내용
지식 태도 행동

r r r

지식 1

태도 .134* 1

행동 .113
*

.284
**

1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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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A.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동 

노인에 대한 대상자들의 지식정도를 조사한 결과, 간호사들의 지식 총점은 총 25

점 만점에 전체 평균은 12.52점(±2.74)으로 평균 정답률이 50.1% 다. 

 이는 Palmore(1998)가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FAQ I을 이용하여 조사한 논문 6편

을 분석한 결과인 평균 정답률 60.0% 보다는 낮았다. 하지만 국내 연구 결과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임 신 외(2002)의 연구에서의 정답률 

52.4%,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양경미 외(2002)의 정답률 50.2%, 간호학과

와 사회복지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수  외(2002)의 정답률 50.6%와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식 정답률을 역별로 살펴보면, 신체적․생리적 역에서의 정답률은 68.3%, 

심리적 역은 33.3%, 가족 및 사회적 역은 37.7%로 신체적․생리적 역에서 높

은 비율을 보 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임 신 외(2002)와 간호학

과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김수  외(2002)의 결과에서도 볼 수 있

는데, 대체적으로 간호학과 학생들이나 간호사들이 신체, 생리적 역에서는 높은 

정답률을 보이는 반면, 심리적, 가족 및 사회적 역에서는 낮은 정답률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대상자들의 문항별 지식 정답률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인 지식

문항은 신체적․생리적 역으로 “체력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와 

“5가지 감각 (시력, 청력, 미각, 촉각, 그리고 후각) 모두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로 “맞다”라고 응답한 간호사들이 각각 94.7%, 94.4%로 높은 정답률

을 보 다. 반면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인 문항은 심리적 역인 “노인들은 나이가 

들면서 더 신앙심이 깊어지는 경향이 있다.”와 가족 및 사회적 역인 “현재 인구의 

10%이상이 65세 또는 그 이상이다.”로 “틀리다”라고 응답한 간호사들은 단지 8.6%, 

9.4%에 불과하 다. 이와 같은 정답률은 임 신 외(2002)와 김수  외(2002), 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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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외(200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 다.  

이렇게 우리나라 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 점수가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나라 노인 간호학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교육방법 상의 요인이 중요하게 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한다. 

노인 간호학의 교육 상황을 살펴보면, 2000년도 4년제 대학의 80%, 3년제 대학의 

58%, 대학원 과정의 63%가 노인 간호학을 독립교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 간호학 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4년제 대학의 18% 그리고 3년제 대학의 

경우 35%에 불과하여 다양한 노인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더군다나 많은 학교에서 노인 간호학이 전공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이고 국가고시 과

목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수업을 듣고 있는지도 불

확실한 상황이다. 또한 국내 노인 간호 교과목의 교과과정 내용에 있어, 학부과정의 

50% 이상이 전문직으로서의 노인 간호, 노인 간호의 이슈와 경향, 노인 간호의 정

책, 간호계획, 신체적인 건강문제, 대학원과정에서는 노화이론, 노인 간호의 이슈와 

경향, 행정적인 측면, 간호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어(전시자. 2001) 교과과정에서 심

리 및 가족 역에 대한 내용의 비중은 미약한 현실이다. 이렇게 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 대부분이 신체적․생리적 역에 국한되어 주어지고 지속적인 임상교육

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인의 심리나 가족 역에서의 지식을 얻을 기회가 상대적으

로 적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임상에서는 건강상의 문제를 지닌 노인을 지

속적으로 간호하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심리나 가족․사회적 역에 있어 편견을 

가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를 살펴보면 

연령, 근무 년 수, 노인 간호 수강 여부, 노인 간호 선호 여부와 아는 노인이 있는지 

여부 다. 

연령과 근무 년 수에 있어서는 36세 이상의 간호사들이 26-30세 간호사들보다 그

리고 10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들이 5년 미만 근무한 간호사들보다 노인에 대한 지

식정도가 높았다. 이는 간호사들이 노인을 오랫동안 간호하면서 경험을 통해 노인

에 대한 심리를 이해하고, 신체적․생리적 역에서의 지식을 이해함으로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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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간호 수강 여부에 있어서는 강의를 들어본 경험이 있는 간호사들이 노인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 다. 그리고 노인 간호를 선호하는 간호사 일수록 노인에 대한 

지식이 증가함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Haight 외(1994), Huber 외(1992), 

Karner 외(1998), Sheffler(1995)의 연구에서도 볼 수 있는데 노인 강의, 실습이 지

식을 증가시키고, 지식 증가를 통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한다고 설명하 다. 또한 

간호사들이 노인 간호를 선호할수록 노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여 지

식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아는 노인 여부에 있어서는, 아는 노인이 있는 간호사들이 노인에 대한 지식정도

가 높았다. 이는 임 신 외(2002)의 연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는데 평소 가까이 지

내는 노인이 있을수록 지식점수가 높았다. 

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총점은 140점 만점에 간호사들의 평균 

점수는 80.53점(±10.27)으로 중립적인 범위(70점에서 90점)내에 있었다. 이러한 연

구결과는 비록 본 연구와 동일한 척도는 아니지만 유사한 Sanders(1984)의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임 신 외(2002)의 결과인 81.53점, 간호학과와 

사회복지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수  외(2002)의 연구결과인 82.08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은경(2003)의 태도점수 평균 77.98점으로 중립적인 범위 내로 본 연

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 다. 본 연구 대상자들이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지 못

한 이유는 연구 대상자가 모두 여성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여러 연구(고 희, 2002; 한정란, 2000; 고경애, 1990)에서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겠다. 

태도에 관한 문항별로 살펴보면, 간호사들은 노인들을 침착하고, 착하며, 부지런

하고, 재주가 많으며, 중요하며, 책임감이 있고, 친절하고, 너그럽고, 정직하다고 생

각하고 있었다. 반면 노인은 허약하고, 불만이 많고, 촌스럽고, 우울하다라는 부정적

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Sanders(1984)의 상반되는 형용사 척도를 사

용한 임 신 외(2002)와 김수  외(2002), 양경미 외(2002)의 연구결과 즉 노인은 현

명하고, 친절하고, 호의적이고, 신뢰할 수 있고, 좋다고 생각하는 반면, 아프고, 의존

적이며, 비활동적이라는 태도와 일치하 다. 이와 같은 결과는 Haight 외(1994)의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그의 결과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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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학생들에게 건강한 노인, 병원에 입원한 노인, 아픈 정도가 심한 노인을 대상

으로 실습을 하게 한 후 태도 정도를 측정하 다. 그 결과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실습을 한 후 노인에 대한 태도가 많이 향상되었음을 설명하면서, 건강한 노인을 대

상으로 하는 실습의 중요성을 설명하 다. 따라서 간호사 집단은 질병을 가진 노인

들을 가장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을 건강하지 못하고 허약하다라고 생각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전시자 등(2001)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 노인대학과 

노인복지관 등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실습장소를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노

인 간호학 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도 적고 실습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교들도 

실습장소로 노인병동이나 요양원 같은 질환에 노출된 노인이 있는 장소가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 교육과정에서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들에게 

건강한 노인들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노인시설 

참여, 성공적 노인 강좌 참여, 노인 면담 등의 활동들을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

한다면 노인 및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숙 외, 2000). 

노인에 대한 태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를 살펴보면 결혼상태, 직위, 

근무 년 수, 노인 봉사 경험, 노인 간호 선호 여부 그리고 조부모의 생존 여부와 아

는 노인이 있는지 여부 다. 

결혼상태에 있어서는, 미혼 간호사들이 노인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최경옥(1976)의 연구결과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결혼여부가 간호사

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향을 줌을 알 수 있다. 

직위, 근무 년 수에 있어서는 일반 간호사가 수간호사 보다 그리고 1-5년 미만 근

무한 간호사들이 10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들보다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

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Lookinland 외(1995)는 간호사들이 노인 환자들의 나약함 

그리고 만성적인 질병에 장기간 노출될 때 감정적인 거부와 노인에 대한 편견을 유

발한다고 하 다. 따라서 경력 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감소시키

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노인 봉사 경험과 노인 간호 선호에 있어서는, 노인 봉사 경험이 있는 간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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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간호사들보다 또한 노인 간호를 선호하는 간호사들이 노인에 대해 긍정적

인 태도를 보 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수  외(2002)의 연구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조수현(199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노인에 대한 자

원봉사 경험이 있고, 노인을 선호하는 간호사들이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

임을 알 수 있다. 

조부모의 생존 여부와 아는 노인이 있는지 여부에 있어서는, 조부모가 살아 있는 

간호사일수록 그리고 아는 노인이 있는 간호사 일수록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

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Janelli(1988), Kornhaber(1996)의 연구결과에서도 볼 수 있

는데, 조부모의 생존이 더 많은 접촉 기회를 주고 노인과 가까이 해왔던 사람들이 

노인을 더욱 존중하고 사랑한다며 노인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향을 준다고 하

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비록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노인과 거주 

경험이 있는 간호사들이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조부

모가 살아있고, 아는 노인이 있고, 노인과 거주 경험이 있는 간호사들이 노인과 더 

많은 접촉의 기회를 주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태

도에 긍정적인 향을 줌을 알 수 있다. 

노인에 대한 행동정도를 살펴보면, 총점은 68점 만점에 간호사들의 평균 행동 점

수는 56.41점(±5.21)으로 중립적인 범위(34점에서 51점)보다 높아 비교적 긍정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었다. 비록 선행연구가 없어 본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수 없지만, 

간호사들이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행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에 대한 행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는 현 근무부서, 노인 간호 선

호 여부 그리고 노인과의 거주 경험, 아는 노인 여부에서 다. 

현 근무 부서를 살펴보면, 노인병원 간호사들이 대학병원 간호사들에 비해 노인

에 대해 긍정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병원 간호사들이 대학병

원과 달리 노인만을 간호하기 때문에 노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 노인과 생활하면서 이러한 행동이 습관이 되어 긍정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노인 간호 선호 정도에 있어 대학병원 간호사는 44.4%에 비

해 노인병원 간호사들은 79.1%가 노인 간호를 더욱 선호해서 이러한 요인이 노인에 

대한 행동에 긍정적인 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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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간호 선호 여부에 있어서는 노인 간호를 선호하는 간호사들이 그렇지 않은 

간호사들보다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행동을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인 간호 선

호 여부가 노인에 대한 간호사들의 행동에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노인과의 거주경험과 아는 노인이 있는지 여부에 따른 노인에 대한 행동에 있어

서는 노인 부모님과 거주 경험이 있는 간호사들이 노인과 전혀 거주 경험이 없는 

간호사들보다 그리고 아는 노인이 있는 간호사들이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행동을 

보 다. 이는 노인을 가까이 해왔고 특히 노인 부모님과 함께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노인을 더욱 이해하고 노인에 대한 편견을 지양함으로서 노인에 대해 긍

정적인 행동을 함을 알 수 있다. 

B. 지식, 태도 및 행동 간의 상관관계 

노인에 대한 간호사들의 지식, 태도 및 행동 간에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없

어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수 없지만,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관계를 살펴본

Armstrong 외(1989), Courtney(2000), Hope(1994), Sheffler(1980), 임 신(200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수준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에 대한 지식과 행동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선행 연구가 없어 비교해 볼 수

는 없지만 노인에 대한 지식과 노인에 대한 행동 간에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노인에 대한 인식과 행동을 살펴

본 김윤정 외(2001)의 연구결과인 긍정적인 노인관이 노인에 대한 행동에 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와 행동 간에는 서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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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동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에 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함으로서 현 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수준과 태도 및 행동 

정도를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간호 교육자 및 실무 행정가들에게 노인 간호에 대

한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연구에 있어서는,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노인 간호학의 교육 내용이나 교육방법을 

수정하고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아울러 노년학 연구에 있

어 본 연구를 통해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 사회적 인식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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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제언

A. 결론

본 연구는 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동 정도를 측정하고 이들 간

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서울 시내와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대학 병원 2곳과 노인 전

문병원 8곳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 다. 총 435부의 구조화된 설문지 중 

총 385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응답이 불성실한 25부를 제외한 360부를 본 연구의 

자료 수집에 사용하 다. 자료 수집기간은 2004년 3월 22일부터 4월 17일 까지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노인에 대한 지식은 Palmore(1977)가 개발한  Fact 

On Aging Quiz Part1(FAQ I)을 양경미 외(2002)가 한국 노인 실정에 맞게 수정 보

완한 도구를 사용하 으며, 노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은 한정란(2003)이 개발한 노인

에 대한 태도 도구와 원 희(2003)의 노인에 대한 행동 도구를 사용하 다. 

자료의 분석은 SPSS/PC+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 으며, 기술적 통계, t-test, 

ANOVA, Pearson coefficient correlation의 통계방법을 이용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 정도는 총 25점 만점에 평균 12.52점(±2.74)으로 

정답률이 50.1% 다. 

2. 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총 140점 만점에 평균 80.53점(±10.27)으로 중

립적인 범위 내에 있었다. 

3. 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행동은 68점 만점에 평균 56.41점(±5.21)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었다. 

4.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지식 정도를 살펴보면, 연령, 간호사들의 근무 년 수, 노

인 강의를 들어본 경험, 노인 간호 선호여부, 아는 노인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태도 정도를 살펴보면 연령, 결혼상태, 직위, 근무 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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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봉사 경험, 노인 간호 선호 여부, 조부모 생존 여부, 아는 노인이 있는지 여부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행동 정도를 살펴보면, 간호사들의 현 근무 부서, 노인 

간호 선호 여부, 노인과의 거주 경험, 아는 노인 여부, 친 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동 간에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B. 제언

본 연구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에 대한 지식수준을 높이고, 노인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이해함으로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

습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후속 연

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노인에 대한 간호사들의 태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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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본 설문지는 간호사들이 노화과정이나 노인들에 대해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본 연구

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노인은 65세를 넘은 사람들

을 말합니다. 

본 조사는 무기명으로 처리될 것이며, 여러분이 답해주신 자료는 노인 간

호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기초 자료로 사용될 것이니 여러분들이 

평소에 느끼신 대로 솔직하게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4년 3월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김 정 윤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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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실

이다

사실이 

아니다

잘

모르겠다

 1. 노인의 대부분은 망녕(예: 기억력 손상, 지남력 장애, 치매)이 든다.

 2. 5가지 감각 (시력, 청력, 미각, 촉각, 그리고 후각) 모두가 나이가 들면서 감  

 소하는 경향이 있다. 

 3. 대부분의 노인은 성관계에 대한 관심도 없고, 능력도 없다. 

 4. 폐활량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5. 많은 노인들이 대부분의 시간에 비참함을 느낀다.

 6. 체력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7. 적어도 5% 이상의 노인이 장기체류기관 (예: 요양원, 정신병원, 노인주거시  

 설 등과 같은)에 살고 있다.

 8. 노인 운전자들은 젊은 운전자들보다 1인당 사고 횟수가 더 적다.

 9. 대부분의 노인 직장인들은 젊은 직장인들보다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

 10. 노인의 대부분이 일상생활 활동을 수행할 만큼 충분히 건강하다.

 11. 노인들 대부분은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12. 노인들은 보통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젊은이보다 더 오래 걸린다.

 13. 우울은 젊은이들 보다 노인들에게서 더 많이 발생한다.

 14.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반응시간이 더 느린 경향이 있다. 

 15. 일반적으로 노인이 되면 모든 면에서 비슷비슷해 진다. 

 16. 노인들 대부분은 그들은 좀처럼 지루하지 않다고 말한다.

 17. 대부분의 노인들은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다. 

 18. 직장에서 늙은 직장인들은 젊은 직장인들 보다 사고가 적다.    

 19.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10%이상이 65세 또는 그 이상이다. 

 20. 대부분의 의료인들은 노인들에게 낮은 우선권을 주는 경향이 있다.

 21. 노인들 대부분은 최저생계비 (정부에 의해 규정된) 이하의 수입을 가진다.  

 22. 대부분의 노인들은 일을 하고 있거나 어떤 종류의 일을 가지기를 원한다   

      (가사일이나 자원봉사일을 포함)

 23. 노인들은 나이가 들면서 더 신앙심이 깊어지는 경향이 있다.

 24. 대부분의 노인들은 좀처럼 흥분하거나 화를 내지 않는다.

 25. 2010년의 노인들의 건강과 사회경제적인 상태는 현재와 같거나 더 나빠질 

것이다.    

 I. 아래의 노인들에 대한 문항을 읽으시고 적절한 곳에 "∨" 표를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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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아래의 문항들은 노인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각 문항의 양쪽 끝에는 상반되는 형용사가 있

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노인의 이미지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 표를 해주

십시오. 

1 2 3 4 5 6 7

 1. 깨끗하다  지저분하다

 2. 잘생겼다(보기좋다)  못생겼다(보기싫다)

 3. 세련되다  촌스럽다

 4. 건강하다  허약하다

 5. 침착하다  덤벙댄다

 6. 무식하다  유식하다

 7. 멍청하다  똑똑하다

 8. 중요하다  쓸모없다

 9. 재주가 많다  잘 하는 게 없다

 10. 남을 잘 믿는다  의심이 많다

 11. 못됐다  착하다

 12. 게으르다  부지런하다

 13. 재미있다  재미없다

 14. 용기가 있다  비겁하다

 15. 불만이 없다  불만이 많다

 16. 책임감이 있다  책임감이 없다

 17. 명랑하다  우울하다

 18. 친절하다  불친절하다

 19. 너그럽다  이기적이다

 20. 정직하다  거짓말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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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아래의 문항들을 읽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노인을 대하는 행동과 가장 가깝다고 생

각하는 곳에 “∨” 표를 해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노인을 비하하는 말이나 농담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노인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무시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노인이 하는 일이나 의견을 못미덥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노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 ① ② ③ ④

5. 노인의 생각이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던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6. 노인과 함께 있으면 불편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7. 노인이 아픈 경우에는 노환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적이 있

다.
① ② ③ ④

8. 개인적으로 노인과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다. ① ② ③ ④

9. 노인과 대화하거나 교제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카페나 식당 등에 들어가면 가능한 노인이 없는 다른 장소로 옮

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1. 노인이 잘 듣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행동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2. 노인이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행동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3. 노인이 나오는 프로그램은 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4. 노인이 출․퇴근시간에 외출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

치는 일이라 생각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5. 노인이 나의 일이나 집안 일에 신경쓰는 것을 귀찮다고 느낀 적

이 있다.
① ② ③ ④

16. 노인 앞에서 노인이 알아듣거나 이해하기 힘든 용어나 표현을 사

용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7. 대중교통 이용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기 위해 눈을 감거

나 모르는 척 했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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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일반적인 사항

   아래 문항을 잘 읽으시고 알맞은 대답에 “∨” 표시를 하여 주시거나 대답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1. 연령 : _____ 세

2. 결혼 :

1) 미혼 _____             2) 기혼 _____             3) 기타 _____

3. 종교 : 

1) 기독교 _____           2) 천주교 _____           3) 불교 _____ 

4) 무교 _____             5) 기타(기록해 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      

4. 근무년수 : ____ 년  _____ 개월

5. 현 부서의 근무 년수 : ____ 년  _____ 개월

6. 최종학력 

1) 3년과정 간호대학 졸업 _____                      2) 4년과정 간호대학 졸업 _____      

3) RN-BSN(학사학위 특별과정)과정 졸업 _____       4) 대학원 (간호학) _____

5) 대학원 (간호학외) _____  

7. 직 위 :  

1) 수간호사 _____         2) 책임 간호사 _____      3) 일반 간호사 _____

8. 현 근무부서 : 

1) 내과계 _____           2) 외과계 _____           3) 중환자실 _____

4) 응급실 _____           5) 노인병원 _____  (  _____  병상)

9. 조부모님 (외조부모님 포함) 생존 여부 :  

1) 예 _____               2) 아니오 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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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노인과의 거주경험 : 

1) 성장과정에서 조부모 _____                       2) 시부모님 모시고 _____

3) 노인 부모님과 동거 _____                        4) 전혀 없음 _____

    현재 노인과 함께 살고 있다면

10-1 노인과 당신은 얼마나 친 합니까?

1) 매우 친 하다. _____

    2) 친 하다. _____ 

    3) 친 하지 않다. _____

    4) 전혀 친 하지 않다. _____

10-2 노인과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1) 항상 즐겁다. _____

  2) 때때로 즐겁다. _____

  3) 즐겁지 않다. _____

  4) 전혀 즐겁지 않다. _____

    현재 살고 있지 않으나 과거 노인과 살아본 경험이 있다면 (과거에 살았던 경험이 없으면 11

번으로 가시오) 

10-3 노인과 당신은 얼마나 친 했습니까?

  1) 매우 친 했다. _____

  2) 친 했다. _____

  3) 친 하지 않았다. _____

  4) 전혀 친 하지 않았다. _____

10-4 노인과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1) 항상 즐거웠다. _____

  2) 때때로 즐거웠다. _____

  3) 즐겁지 않았다. _____

                4) 전혀 즐겁지 않았다. 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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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평소에 가까이 지내는 노인여부 : 

 1) 있다. _____            2) 없다. _____

    평소에 가까이 지내는 노인이 있다면 (평소에 가까이 지내는 노인이 없다면 12번으로      

가시오) 

11-1 노인과 당신은 얼마나 친 합니까?

     1) 매우 친 하다. _____ 

     2) 친 하다. _____

     3) 친 하지 않다. _____

     4) 전혀 친 하지 않다. _____

11-2 노인과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1) 항상 즐겁다. _____

     2) 때때로 즐겁다. _____

     3) 즐겁지 않다. _____

     4) 전혀 즐겁지 않다. _____

12.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경험 :

1) 있다. _____              2) 없다. _____

13. 노인의 건강문제 및 노인간호에 대한 강의를 받아 본 경험 :

1) 있다. _____              2) 없다. _____ 

    13-1 강의를 받아본 적이 있다면, 노인간호지식 습득 경로 :

       1) 정규과목으로 배움 : 학부 _____ , 대학원 _____

                 2) 성인간호학 등 다른 과목의 일부로 배움 ._____ 

                 3) 단기 연수교육으로 배움. _____

                 4) 기타 (기록해 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4. 노인 간호 선호 여부 :

1) 좋다. _____             2) 싫다. _____             3) 상관없다. _____

              14-1 노인간호를 선호하지 않는다면, 선호하는 간호 역 :

                 1) 성인간호 역(노인 제외) _____  

                 2) 모성간호 역 _____

                 3) 아동간호 역 _____

                 4) 정신간호 역 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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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urses's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related to the Elderly 

                                                          Kim, Jung Yoon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is research is intended to investigate the nurses's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and 

then identify the predictors of the nurses's attitude. 

The data was collected from 360 nurses working in general hospitals and geriatric hospitals 

by means of structured questionnaires. They contained self-administered answers.

The structured survey was conducted to get the data from two general hospitals and eight 

geriatric hospitals in Seoul, Kyonggi Province and Inchon from March 22 to April 17, 2004.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with SPSS/PC, which uses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Pearson coefficient correlation.   

The research produced following results :

1. The measuring of respondents' knowledge of the elderly revealed they scored an average 

of 12.52(±2.74) of the full score 25. It also said their success rate to choose the right answer 

on the elderly was 50.1%. 

2. The measuring of respondents' attitude toward the elderly showed they marked an 

average of 80.53(±10.27) of the full score 140. This score falls under the medium range.

3.  The measuring of respondents' behavior toward the elderly showed they recorded an 

average of 56.41(±5.21) of the full score 68. This score indicated nurses' behavior towar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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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derly is slightly positive. 

4.  Respondents statistically showed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ir knowledge of the 

elderly depending on their age, nurses's clinical experience, frequency of access to lectures on 

the elderly, degree of preference for offering the nursing care to the older people, and degree 

of interaction with aged people. 

5. Respondents statistically revealed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ir attitude toward the 

aged people depending on their age, marital status, position in department, nurses's clinical 

experience, experience of giving the nursing care to the elderly, degree of preference for 

giving the nursing care to the older people, possession of grandparents alive, and degree of 

interaction with the old people. 

6. Respondents statistically indicated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ir behavior toward the 

elderly according to clinical experience in their present department, degree of preference for 

offering the nursing care to the older people, experience of residing with the aged people, 

degree of interaction with the old people. 

7. Nurses‘s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toward the elderly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In conclusion,  it was found that nurses‘s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toward the 

elderly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Thus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program for 

continuous teaching and education that will help increasing nurses' knowledge of the elderly 

and thereby positively changing their attitude toward the old people. Opportunities for them to 

see the healthy aged people as often as possible and practice the nursing care for such 

hea]lthy old people should also be offered to them so that they can be led to positively change 

their attitude toward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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