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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노인간호수행도

  본 연구는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노인간호수행도를 확

인하고, 노인간호수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의 자

료는 S시에 소재한 S상급종합병원의 노인환자 비율이 높은 병동에서 근무하는 경력 

1년 이상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수집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 115부를 배부하였

고, 114부가 회수되어 그 중 응답이 1문항 이상 미비된 5부를 제외하고 총 109부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였다.

  본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지식은 Dikken 등(2017)이 개발한 Knowledge about 

Older Patients Quiz(KOP-Q)의 영문판을 저자에게 도구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한국어로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노인에 대한 태도는 Sanders 등

(1984)이 개발하고 임영신(2002)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노인간호수행은 김

혜은(2009)이 간호수행 관련 선행연구도구와 관련 문헌을 기초로 개발한 것을 사용

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5.0 program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Independent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은 총점 30점 만점에 평균 22.50점(±2.14)으로 정

답률 75%였다.

2. 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총점 140점 만점에 평균 87.17점(±12.25)으로 

중립적인 범위(70~90점)내에서 약간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3. 간호사들의 노인간호수행도는 총 265점 만점에 평균 200.50점(±24.9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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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 정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없

었다.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 정도는 결혼 상태와 근무부서에 따라 유의

한 차이를 보여, 기혼인 간호사가 미혼인 간호사에 비해 노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

적이며, 외과계 병동 간호사가 내과계 병동 간호사에 비해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간호수행도는 근무부서와 부서 내 역할에 따라 유의한 차

이를 보여, 내과계 병동 간호사가 중환자실 간호사에 비해 높은 간호수행도를, 일

반간호사에 비해 책임간호사와 교육간호사가 높은 간호수행도를 보였다. 

7. 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간호수행도와의 상관관계에서는 통계학적

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8. 간호사들의 노인간호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서 내 역할(p=.003)과 근무

부서(p=.005)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노인간호수행의 정

도를 확인함으로써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

다. 또한,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노인간호수행의 상관관계와 노인간호수행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노인간호수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

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되는 말: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노인간호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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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7년 8월 전체인구의 14%를 넘어 고령사회

(aged society)로 진입하였으며, 2018년 현재 전체인구의 14.3%를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 2018). 2025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

(post-aged society)에 진입할 전망이다(통계청, 2018).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서 

65세 이상 노인은 평균 2.7개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고혈압 유병률이 

59.0%로 가장 높고, 골관절염 및 류머티즘 관절염(33.1%), 고지혈증(29.5%), 요통 

및 좌골신경통(24.1%), 당뇨병(23.2%), 골다공증(13.0%) 순이었다. 또한, 1개 이상

의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은 89.5%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7).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합병증 예방에 초점을 두는 노인성 질환의 특성 상 적절

한 노인건강관리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간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김정선, 김계하, 김미희, & 김현숙, 2010).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의 

간호수요가 급증하고 의료서비스를 포괄하는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의 

역할은 점점 더 많이 요구되고 있어(김순자, 최명심, & 성기월, 2010), 환자와 직접

적인 상호작용이 많은 간호사들의 노인간호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이가언, 조

정금, 함승희, & 정명윤, 2014). 

  인구의 노령화와 함께 노인인구의 병원 입원치료도 증가하고 있어 중증질환 산정특

례 진료현황에 따르면, 전체 198만명의 환자 중 51%에 해당하는 101만명이 60대 

이상이다(국민건강보험, 2017).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 퇴원환자를 분석한 자료에서

는 전체 퇴원환자 중 노인환자 비율이 2006년 25.33%, 2008년 26.17%로 증가하

고 있다(정규호, 2012). 또한, 2013년 환자조사에서 노령연령층 평균재원일수는 

24.2일로, 전체 퇴원환자 평균재원일수 14.6일과 비교하여 1.66배 길어(한국보건사

회연구원, 2013), 입원한 노인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역량이 중요함을 강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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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인환자 계층이 병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간호사들은 노인환자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노인건강문제의 복합성 등을 이해한 상태에서 질 높은 간호를 제

공할 수 있다(이경화, 2005).

  노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는 노인에 대한 태도나 행동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질적인 노인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김수옥, 오효순, & 왕미숙, 2016). 노인간호 

실무에 있어 지식은 간호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요인이며, 지식이 많을수록 간호수

행 정도가 증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태도나 신념과 같은 요인과 외부 환경적 요

인들이 함께 작용하여 간호수행이 일어난다(김혜은, 2009). 따라서, 노인간호를 제공

하는 간호사의 간호수행 수준과 함께 지식과 태도를 파악하는 것이 간호수행 수준을 

높이는 데에 필수적이다.

  노인간호 지식과 실무 교육 요구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노인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중 최근 1년 이내 노인간호와 관련한 교육을 받은 간호사는 27.2%에 불과하였고, 지

식과 실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 필요하다고 답하였다(김정선 등, 2010). 또한, 

노인입원환자 간호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결과에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이해와 노인간호실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인간호에 대한 총제적이며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이가언 등, 2014).

  노인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는 노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로 

간호행위를 수행해야 함이 보고되고 있으나(윤숙희, 2009), 지금까지 노인간호에 대

한 지식과 태도 및 노인간호수행에 대한 연구는 주로 노인전문병원, 노인요양병원에

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김정남, & 권윤희, 

2009; 권윤희, 이화연, & 황승숙, 2013). 백성희 등(2018)은 요양시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임상현장에서도 복합성 건강문제를 지닌 노인환자에게 높은 수준의 간호가 요

구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높은 중증도와 복합적인 질병을 가진 노

인이 주로 입원하기에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높은 수준의 간호역량

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노인에 대한 간호사의 간호역량이 중요시되어 가는 시점에서 상급종합병

원 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노인간호수행에 대한 조사를 통해 현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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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고, 전문적인 노인간호 실무적용과 간호사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기

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노인간호수행 정도를 확인하고, 노인간호수행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노인간호 실무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상급 종합병원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간호수행도를 파악한다.

  2)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간호수

행도에 대한 차이를 파악한다.

  3)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간호수행도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노인간호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3. 용어정의

  1) 노인에 대한 지식

① 이론적 정의: 노인에 대한 지식은 노인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사

실과 가장 일반적인 편견을 포함하는 것(김정윤, 2004)을 말한다.

②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Dikken 등(2017)이 개발한 Knowledge about 

Older Patients Quiz(KOP-Q)를 한국어로 번역한 도구를 통해 측정한 값을 

말하며, 총 30개의 문항으로 측정한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 정도가 높음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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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2) 노인에 대한 태도

① 이론적 정의: 노인에 대한 태도란 긍정적 혹은 부정적 관점으로 어떤 상징, 

대상 및 세계관을 평가하는 개인의 속성(박향숙, 2006)을 말한다.

②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Sanders, Montgomery, Pittman, & Balkwell 

(1984)이 개발하고 임영신(2002)이 번안한 도구를 통해 측정된 값을 말한

다. 총 20개의 문항으로 측정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

도를 가짐을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짐

을 의미한다. 

  3) 노인간호수행도

① 이론적 정의: 간호수행도란 간호사가 환자인 대상자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 

해결을 위해 간호계획을 세우고 수행하며 평가하는 직접적인 활동, 교육, 설

명, 조언, 감독, 지도 등의 중재적 활동을 말한다(유은광, 1979).

②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김혜은(2009)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

된 값을 말한다. 총 5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간호

수행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노인간호수행 정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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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노인간호수행도에 대한 연구에 

앞서 선행연구에서의 결과를 알아보았다. 노인간호수행을 향상시켜 질 높은 노인간호

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노인간호수행 정도와 지식, 태도, 

노인간호수행의 관계 및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기에 선

행연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1. 노인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

  노인에 대한 지식은 노인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사실과 가장 일반적인 

편견을 포함한다(김정윤, 2004). 노인을 직접 대면하고 실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지식은 노인간호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송은주, 

2004). 1970년에 들어서면서 노인에 관한 지식 정도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면서 노

인에 대한 지식수준을 측정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정진옥, 1995).

  노인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을 특정하기 위한 도구 중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는 도구

는 Palmore(1998)가 개발한 Facts on Aging Quiz part 1(FAQ 1)가 있다. 그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15편의 정답률이 평균 56%이었고, 간호사들

을 대상으로 한 연구 6편의 정답률은 평균 66%로 나타났다. 국내의 연구에서는 간호

사를 대상으로 같은 도구의 번역본을 사용한 임영신(2002)의 연구에서 정답률이 

52.4%로 나타났다. 이는 Palmore(1998)의 대학생이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의 평균 정답률보다 낮아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간호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송은주(2004)의 연구에서는 정답률 50.4%를 보였으며, 윤숙희(2009)의 

연구에서는 50.2%의 정답률을 보였다.

  또한, 같은 도구를 사용한 김정남 등(2009)의 연구에서는 1점 만점에 평균 0.48점

으로 약 48%의 정답률을 보여 중간 이하의 지식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권윤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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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의 연구에서 1점 만점에 0.49점으로 약 49%의 정답률을 보인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이 두 연구는 노인전문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며, 노인전문병원 

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수준이 비교적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노

인전문병원 간호사의 지식 및 태도를 긍정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박혜옥, 조복희(2010)의 연구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지식

을 조사하였는데, 송은주(2004)가 번안한 것 중 연구 대상자에 맞게 수정 보완한 총 

20개 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여 노인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정답률이 

40.7%로 낮게 나타났으며, 이 연구에서는 낮은 정답률의 요인을 교육과정 중 노인간

호학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수가 임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보다 적은 편으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함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Dikken 등(2015)에 따르면, 국내의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는 Facts on Aging 

Quiz(FAQ)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여러 연구에서 타당성이 비판받고 있다고 하

였다. 이들은 노인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

고, 또한 노인환자에게 제공하는 간호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하면서, 지식의 향상을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지식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Dikken 등은 

2015년의 연구에서 Knowledge about Older Patients Quiz(KOP-Q)를 개발하였

고, 개발 당시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적절하였다. 이 후 진행한 연구를 통해 네덜란드

와 미국에서 KOP-Q를 통한 국가간 타당도 조사를 하였고, 두 언어 그룹에서 동일하

게 기능하며, 사용이 적합하다고 하였다(Dikken 등, 2017).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

라, 국내의 노인간호 지식 측정에 적합한 도구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관련 문헌을 살펴보았을 때, 국내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노인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지식의 습득이 절실히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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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

  태도는 개인의 주관적 평가이며, 사람이나 대상의 속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서 

부정적인 평가까지의 연속선상에 위치할 수 있다(김혜은, 2009). 서비스 대상자의 태

도는 그 자체로서 상대방에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서비스 

대상자인 노인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노인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에 관한 임영신(2002)의 연구에서는, Sanders 등

(1984)의 도구를 번역하여 측정하였으며, 총점 140점 만점에 평균점수는 81.53점으

로 중립적인 범위(70~90점)에 있다고 하였다. 같은 도구를 사용한 송은주(2004)의 

연구에서는 80.61점, 박혜옥 등(2010)의 연구에서는 87.62점으로 나타나 노인에 대

한 간호사의 태도가 중립적인 범위 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도구를 사용

한 김정남 등(2009)의 연구에서는 7점 만점에 3.69점, 권윤희 등(2013)의 연구에서

는 7점 만점에 3.72점으로 역시 중립적인 범위에 있었다. 

  한정란(2004)이 개발한 노인에 대한 태도측정 도구를 사용한 윤숙희(2009)의 연

구에서는 80.07점으로 중립적인 범위에 있음을 보여준다. 

  강미란, & 정영숙(2018)의 연구에서는 Sanders 등(1984)이 개발한 노인의미분별

척도와 Maxwell, & Sullivan(1980)이 개발한 Empathy and Attitudes Toward 

caring for the Elderly 도구를 기반으로 정혜영, & 현혜진(2012)이 수정 보완한 도

구를 사용하였으며, 일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5점 만점에 평균 3.39점이었다. 

이는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같은 도구로 측정한 김영경, & 권수혜(2017)의 연

구결과인 3.89점보다 낮은 점수인데, 이는 요양병원에 비해 종합병원이 급성기 병원

으로 질병에 대한 치료가 우선 시 될 수 밖에 없는 환경 때문으로 여겨진다고 분석하

였다.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노인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는 대체로 중립적이나, 근무지

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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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간호수행

  간호수행도란, 간호사가 환자인 대상자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 해결을 위해 간호계

획을 세우고 수행, 평가하는 직접적인 활동, 교육, 설명, 조인, 감독, 지도 등의 중재

적 활동(유은광, 1979)을 말한다. 노인에게 제공하는 간호의 수준을 정확히 측정하

고, 증진시키기 위해 노인간호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이 필

요하다.

  노인전문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노인간호실천 정도를 측정한 김정남 등(2009)의 

연구에서는 최희자(2002)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는데, 4점 만점에 3.55점으로 나

타났다. 같은 도구를 사용한 권윤희 등(2013)의 연구에서는 4점 만점에 3.54점으로 

나타났고, 김영경 등(2017)의 연구에서도 4점 만점에 3.63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는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박종영(2006)의 결과에 비해 높았는데, 노인환자

를 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종합병원에 비해 노인환자가 대상인 노인전문병원에서는 

노인간호실천이 주 업무이므로 그 수준이 긍정적임을 보여줌에 그 요인이 있다고 하

였다(권윤희 등, 2013).

  노인간호실천 정도는 연령이 30세 이상의 모든 군에서 22~29세 군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결혼상태에서는 기혼이 미혼보다 노인간호실천 정도가 높았다. 또한, 직위

가 책임간호사 이상인 경우 일반간호사보다 높았으며, 총 임상경력 10년 이상 근무한 

군이 5년이상 근무할 군보다, 요양병원 근무경력은 6년 이상 근무한 군이 3년 미만 

근무한 군보다 노인간호실천 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김영경 등, 2017) 

  김정남 등(2009)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간호실천 정도는 노인교육 경험이 있는 경

우, 노인간호 실무 교육자가 있는 경우, 노인과의 동거경험이 있는 경우(동거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 동거기간이 긴 경우(1-5년 미만 

동거에 비해 20년 이상 동거한 경우), 동거경험 영향이 있는 경우 등이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김혜은(2009) 등이 개발한 노인간호수행도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노인간호수행도

를 알아본 연구에서는 김혜은(2009)의 연구에서 평균 163.03점을 보여 중립적인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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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132.5~185.5점)에 있었으며, 노인간호 교육프로그램이 노인간호수행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 최금봉(2012)의 연구에서는 노인간호 교욕프로그램을 제공한 실험군

의 경우 사전 182.38점에서 209.76점으로 증가하여, 대조군에서 사전 178.57점, 사

후 176.80점으로 감소한 것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이 도구에서 

하부 영역별로 살펴보면, 노인상해예방 간호수행도가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으며, 다

음으로 노인배설 간호수행도, 노인피부 간호수행도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수행도를 

보인 영역은 노인수면 간호수행도였다(김혜은, 2009).

  이상의 문헌에서 노인간호수행은 간호의 주 대상이 노인인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

우보다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노인입원 비중이 높은 병동 간

호사들의 노인간호수행 정도를 확인하고, 그 차이 및 영향 요인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4. 노인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 태도, 노인간호수행의 관계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관계를 알아본 여러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지식이 많으

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덜 부정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Palmore, 1998). 임영신

(2002)의 연구에서도 노인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송은주(2004)의 연구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노

인에 대한 지식 수준을 높일 수 있다면 노인에 대한 태도를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시

킬 수 있을 것임을 보여준다.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상관

관계가 없었다(박해옥 등, 2010)고 하였으며, 이는 추후 연구를 통해 좀 더 확실한 

관계를 알아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다. 

  노인과 관련된 교육을 제공한 후에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변화를 알아본 연구

에는 교육 후, 지식이 의미있게 증가하고, 부정적인 태도가 의미있게 감소하였다고 보

고하였다(Huber, 1992, Karner, 1988).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인간호수행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는 간호사의 공감력과 노인

돌봄태도가 노인간호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김영경 등, 2017)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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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태도 정도와 노인간호수행 정도 간에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숙희(2009)의 연구에서는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간에 그리고 노인에 대한 태

도와 케어실천행위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났으며, 간호사들에게 자주 노인에 

대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식과 태도, 케어실천행위를 함께 증진시키는 전략이 필

요하다고 하였다. 

  김정남 등(2009)의 연구에서는 노인간호수행과 노인에 대한 지식, 노인에 대한 태

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또한 노인에 대한 지식과 노인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즉 교육을 통하여 얻어진 노인에 대한 지식

은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또한 간호수행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말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권윤희 등(2013)의 연구에서도 같았으며, 지식이 높을수록 그리고 태

도가 긍정일수록 긍정적인 간호수행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노인간호수행 간에 반드시 유의한 상관관계가 성립

하는 것은 아니다.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최희자(2002)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간호의 지식, 태도, 간호실천 사이에 서로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노인에 대한 태도는 행동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지식은 태도나 행동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김수옥 

외, 2016).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권윤희 등, 2013)에서는 다중회귀

분석을 통한 결과에서 노인에 대한 태도, 지식, 최근 노인관련 교육 경험이 유의한 영

향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영향 요인은 태도, 다음은 지식, 최근 노인관련 

교육경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돌봄태도와 노인간호실천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강미

란, 2018)에서는 노인간호실천에 가장 영향력이 높게 나타난 요인은 노인돌봄태도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지식은 간호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고, 지식이 

많을수록 간호수행정도가 증가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태도와 같은 

다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여 간호수행이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따라서, 질높은 노인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임상에서 노인환자에 대한 지식, 태도 



- 11 -

및 간호수행도 간의 관계와 노인간호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노인간호수행도를 확

인하고, 노인간호수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S시에 소재한 S상급종합병원의 노인환자 비율이 높은 병동에

서 근무하는 경력 1년 이상인 간호사 중 임의 표본추출하였다. 단, 소아과와 수술실 

등 노인을 직접 간호하지 않는 간호사는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양한 분야에

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기 위해 내과, 외과, 중환자실을 포함하였다. 대상

자 수는 Cohen의 표본 추출공식에 따라 G-power version 3.1.9.2 program에 의

해 산출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효과크기 .15, 

예측변수 7개를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표본수는 최소 103명이었다. 이를 근거로 탈

락률을 10%로 고려하여 115명에게 실시하였다. 이 중 114부가 회수되었고, 응답이 

1문항 이상 미비된 설문지 5부를 제외한 109부를 본 연구의 자료분석에 사용하여 분

석에 필요한 표본은 확보되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

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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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간호수

행도 3개의 영역에서 103문항과 일반적 특성 9문항으로 구성하여 설문지는 총 112

문항으로 작성하였다. 

  본 연구도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노인에 대한 지식

  노인에 대한 지식은 Dikken 등(2017)이 개발한 Knowledge about Older 

Patients Quiz(KOP-Q)의 영문판을 저자에게 도구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사용하

였다. 도구 원본을 얻어 영어, 한국어의 이중언어자 2인이 한국어로 번역하고, 2개의 

번역본을 비교하여 문항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였다. 그 후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 소

지자에게 한국어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도구의 한국어 버전을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에

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7명의 전문가(간호학 교수 2인, 노인간호학 석

사 2인, 간호학 박사학위 소지 및 임상실무전문가 3인)에게 내용타당도를 확인하였

다. 타당도 설문은 5점 척도로 구성하였고, 모든 문항에서 3점 이상이었으며, 평균 

3.50점으로 내용적 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구는 총 30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각 문항마다 예 또는 아니오를 선택하여 지식을 측정한다. 매 정답마다 1

점을 받고, 오답은 0점을 받게 된다. 가능한 점수는 최저 0점에서 최고 30점이다. 본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Dikken 등(201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4였다. 

  2)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에 대한 태도는 Sanders 등(1984)이 개발하고 임영신(2002)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반되는 형용사 쌍으로 1점

에서 7점까지의 Likert 7점 척도로 1점은 매우 긍정적이며, 7점은 매우 부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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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게 되어있다. 점수부여의 일관성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각 문항 중 3, 6, 7, 10, 

12, 15, 18번의 7개의 문항을 역코딩하였다. 각 문항이 7점 척도이므로 3.5~4.5점

을 중립적인 태도로 볼 수 있다. 가능한 점수는 최저 20점(가장 긍정적)에서 최고 

140점(가장 부정적)이다. 본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임영신(200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2였고, 김정남 등(200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0, 권

윤희 등(201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3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7이었다.

  3) 노인간호수행

  노인간호수행 도구는 김혜은(2009)이 간호수행 관련 선행연구도구와 관련 문헌을 

기초로 개발한 것을 도구 사용을 허락받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53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문항별로 ‘항상 하고 있다’에 5점에서 ‘전혀 하고 있지 않다’에 1점 

수준의 5점 Likert척도이며 점수범위는 53~26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을 대

상으로 한 간호 수행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세부내용 영역은 노인수면간호(5

문항), 노인일상활동간호(6문항), 노인영양간호(5문항), 노인배설간호(7문항), 노인통

증간호(5문항), 노인상해예방간호(7문항), 노인피부간호(6문항), 노인의사소통간호(7

문항) 및 노인투약간호(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α=.96였고, 최금봉(201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3이

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6이었다.

 4)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성별, 결혼여부, 종교, 최종학력, 총 임상경력, 현 근

무부서, 병동내에서의 역할, 최근 2년 이내 노인관련 교육 이수 여부의 9개 문항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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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5.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구체적인 자료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노인간호수행도는 실

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노인간호수행도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3)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노인간호수행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으로 분석하였다. 

  4)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노인간호수행도 영향 요인을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5. 윤리적 고려

  연구를 진행하기 전 본 연구에 대하여 Y의료원 기관윤리위원회(IRB)에 연구윤리심

의를 받았다(승인번호 Y-2019-0106). 간호국과 각 부서 파트장에게 연구목적과 의

의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후, 연구에 참여의사를 밝힌 간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지

를 배부하였다. 연구자는 자료를 수집하기 전에 연구의 목적과 자료수집방법 및 설문

지 내용을 설명하였다. 설문지는 설문에 참여하는 간호사가 직접 작성하도록 한 후 

작성된 설문지를 넣을 수 있는 회수봉투를 제공하여 밀봉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연

구에 참여한 간호사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선물을 지급하였다. 작성된 설문지

는 무기명으로 처리하고, 모든 자료는 비밀유지가 되도록 익명으로 처리하였으며, 수

집된 설문지와 통계자료는 연구자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였고, 연구 종료 3

년 후 폐기할 계획이다. 



- 15 -

Ⅳ.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연령 분포는 25세 이하가 25명(22.9%), 26~30세가 45명

(41.3%), 31~35세가 15명(13.8%)이었으며, 36세 초과가 24명(22.0%)이었다. 평

균 연령은 30.86세로 나타났다. 성별은 95.4%가 여성이었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34명으로 31.2%를 차지하였다. 종교가 없는 대상자가 63명(57.8%)으로 가장 많았

으며, 종교가 있는 대상자 총 46명(42.2%) 중 기독교 27명(24.8%), 천주교 16명

(14.7%), 불교 3명(2.7%)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96명

(88.0%)이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었고, 석사학위 이상이 9명(8.3%), 전문대 졸업이 

4명(3.7%)이었다. 대상자의 임상경력은 평균 약 7.8(±6.9)년이었으며, 현 근무부서

는 내과계 병동 47명(43.2%), 외과계 병동 31명(28.4%), 중환자실 31명(28.4%)이

었다. 부서 내에서 맡고 있는 역할은 환자에게 직접 간호를 제공하는 일반간호사가 

85명(78.0%)으로 가장 많았다. 책임간호사를 맡고 있거나, 일반간호사와 책임간호사 

역할을 겸하거나, 교육간호사의 경우는 따로 구분하였으며 24명(22.0%)이었다. 최근 

2년 이내 노인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89명(81.7%)이 없다고 답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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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N(%) Mean(±SD)

연령 25세 이하 25(22.9)

30.86세(±6.80세)
26~30세 45(41.3)

31~35세 15(13.8)

36세 초과 24(22.0)

성별 여성 104(95.4)

남성 5(4.6)

결혼 상태 기혼 34(31.2)

미혼 75(68.8)

종교 종교있음 46(42.2)

종교없음 63(57.8)

최종 학력 전문대졸 4(3.7)

대    졸 96(88.0)

석사이상 9(8.3)

총 임상경력 1년이상~5년이하 55(50.4)

7.8년(±6.9년)5년초과~10년이하 28(25.7)

10년초과 26(23.9)

근무부서 내과계 병동 47(43.2)

외과계 병동 31(28.4)

중환자실 31(28.4)

부서 내 역할 일반간호사 85(78.0)

책임간호사+ 

교육간호사 
24(22.0)

최근 2년 이내 

노인관련 교육 이수 여부

있다 20(18.3)

없다 89(81.7)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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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간호수행도

 1)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문항별 정답률

노인에 대한 지식 정도를 조사한 결과 대상자의 지식 총점은 총 30점 만점에 평균 

22.50점(±2.14)으로 정답룰 75%로 나타났다. 최고점은 29점, 최저점은 18점이었

다. 

노인에 대한 지식 문항별 정답률은 <표 2>와 같다.

연구 대상자의 정답률이 가장 높은 지식 문항은 ‘노인이 약물치료를 받을 때는 기

억력 결핍, 요실금, 낙상, 우울증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로 정답률 100%를 

보였고, ‘두 시간 동안 조직에 혈액공급을 차단하는 것은 욕창을 초래할 수 있다.’

가 99%의 정답률을 나타내었다.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항은 ‘청력이 손상된 노인환자에게 말할 때는 보통 크기의 

소리로 말하는 것이 가장 좋다.’와 ‘간호사로서, 청력이 손상된 노인환자에게는 귓

가에다가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한다.’로 각각 정답률 28%, 2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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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 정답률(±표준편차)
순
위

평균점수(30점 만점) 22.50점(±2.14)

17
노인이 약물치료를 받을 때는 기억력 결핍, 요실금, 낙상, 우

울증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100%(±0.00) 1

11
두 시간 동안 조직에 혈액공급을 차단하는 것은 욕창을 초래

할 수 있다.  
99%(±0.10) 2

3
치매와 같은 인지장애를 가진 환자들은 섬망 위험이 증가한

다.
98%(±0.14) 3

4 영양부족은 사고력과 관찰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98%(±0.14) 3

14
요실금 환자들은 오염된 옷을 갈아입어야 하지만 그 이후에 

화장실에 데려갈 필요는 없다.
98%(±0.14) 3

24
대부분의 가족 보호자들은 가정간호서비스(homecare   

service)등의 추가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98%(±0.14) 3

5
일반적으로 노인은 신장과 간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투약에 더욱 민감하다. 
97%(±0.16) 7

9 노인들은 운동량이 적으므로 수분을 적게 필요로 한다. 97%(±0.16) 7

23 우울증의 경우, 기억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96%(±0.19) 9

27
수포(blister formation)나 찰과상(abrasions)이 발생한 경우

에만 욕창으로 규정한다.
96%(±0.19) 9

21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가 25이상인 노인은 영

양결핍일 수 없다. 
95%(±0.21) 11

10
환자들에게 지난 6개월간의 낙상경험을 질문하는 것은 낙상 

위험도를 사정하는 데 좋은 방법이다 
94%(±0.23) 12

6
환자를 사정하는 동안 그들의 가족을 만나는 것은 치매환자들

에게만 요구된다. 
92%(±0.28) 13

18
가족보호자는 과중한 부담으로 인해 그들이 돌보는 사람을 학

대할 수 있다.
88%(±0.33) 14

26
진통제는 중독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노인환자에게는 가능

한 적게 투약되어야   한다.
86%(±0.35) 15

15
노인들은 갈증(목이 마르는 감각)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물

을 더 자주 마시는 것이 좋다
76%(±0.43) 16

2
노인의 예기치 못한 요실금은 요로감염에 걸린 것 일수도 있

다.
73%(±0.44) 17

28 섬망 환자의 경우, 하루 동안의 활동을 고르게 분포시켜야 한 73%(±0.44) 17

<표 2>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N=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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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6
섬망 환자의 경우, 밝은 조명을 사용하여 방 전체를 구석까지 

밝혀야 한다.
70%(±0.46) 19

7 노인들의 경우, 침상안정은 회복력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 68%(±0.47) 20

13
약물치료의 횟수를 낮추는 것은 환자가 복약 이행을 하는 데 

효과적이다.
60%(±0.49) 21

19
실행증 환자들에게는 일을 완성할 방법에 대해서 폭 넓게 설

명하는 것이 좋다.
60%(±0.49) 21

12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이 있다는 것을 덜 인

식한다. 
59%(±0.50) 23

8
환자들은 섬망 중에 불안했거나 초조했던 것을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
56%(±0.50) 24

53%(±0.50) 2530
복압성 요실금(stress incontinence)은 바지를 열지 못하는 

환자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다.

50%(±0.50) 2622
삼키는 것이 어려운 경우, 모든 약은 환자들이 확실하게 삼킬 

수 있도록 갈아서 제공해야 한다.

38%(±0.49) 271
건망증과 집중력문제, 결정장애는 우울증의 지표라기 보다는 

노화현상의 일부다.

30%(±0.46) 2829
낙상위험성은 집에서 지내는 노인들보다 병원에서 지내는 노

인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다.

28%(±0.45) 2920
청력이 손상된 노인환자에게 말할 때는 보통 크기의 소리로 

말하는 것이 가장 좋다.

22%(±0.42) 3025
간호사로서, 청력이 손상된 노인환자에게는 귓가에다가 정확

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평균 정답률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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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태도 정도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대상자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의 평균 점수는 총점 140점 만점에서 87.17점(±12.25)으로 나타나 중립

적인 범위(70~90점)내에서 부정적인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었으며, 최고점은 

121점, 최저점은 54점이었다. 노인에 대한 태도를 점수화하면 전체 평균 

4.36(±0.61)점이었다. 

태도에 대해 문항별로 살펴보면, 중립적인 범위인 3.5~4.5를 벗어나 긍정적인 태

도를 보인 것은 문항 1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문항은 7, 11, 12, 14, 15, 16, 

20이었다. 즉, 대상자들은 노인을 현명함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반면, 비활동적, 

비생산적이며 아프고, 융통성이 없고, 의존적, 보수적, 불평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음

이 나타났다. 대상자들은 노인들의 현명함(3.49)에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

는 반면, 진보성(5.26)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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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항목 당 1~7점) Mean(±SD) 최저 - 최고

1. 현명한 - 어리석은 3.49(±1.05) 1 - 7

2. 친절한 - 불친절한 3.98(±1.07) 1 - 6

*3.  무식한 - 박식한 3.85(±0.98) 2 - 6

4. 행복한 - 슬픈 4.45(±0.89) 3 - 7

5. 신뢰할 수 있는 - 신뢰할 수 없는 3.91(±1.09) 2 - 7

*6. 이기적인 - 관대한 3.90(±1.14) 1 - 6

*7. 비활동적인 - 활동적인  4.84(±1.16) 2 - 7

8. 깔끔한 - 단정치 못한 4.42(±1.01) 1 - 7

9. 호의적인 - 비호의적인 3.90(±1.08) 1 - 6

*10. 지루한 - 재미있는 4.39(±1.06) 1 - 6

11. 생산적인 - 비생산적인 4.86(±1.21) 1 - 7

*12. 아픈 - 건강한 4.83(±1.50) 1 - 7

13. 좋은 - 나쁜 3.88(±0.86) 2 - 6

14. 융통성이 있는 - 융통성이 없는 4.61(±1.25) 1 - 7

*15. 의존적인 - 독립적인 4.91(±1.27) 1 - 7 

16. 진보적인 - 보수적인 5.26(±1.23) 1 - 7

17. 매력적인 - 매력적이지 못한 4.39(±1.04) 1 - 7

*18. 인내심이 없는 - 인내심이 있는 4.14(±1.42) 1 - 7

19. 낙천적인 - 비관적인 4.39(±1.05) 2 - 7

20. 불평이 없는 - 불평이 많은 4.77(±1.07) 2 - 7

총 평균점수(20점~140점) 87.17(±12.25)

<표 3>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태도 정도

(N=109)

*는 역산 처리 문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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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상자의 노인간호수행 정도

대상자의 간호수행도는 총 265점 만점에서 평균 200.50점(±24.99)으로 최저점 

111점, 최고점 262점이었다<표 4>.

문항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수행도를 보인 문항은‘노인환자의 낙상 위험요인을 

사정한다’로 5점 만점에 평균 4.54점(±0.57)을 보였고, 다음으로는‘분명하고 쉬

운 말로 천천히 말한다(4.31±0.65)’,‘대변의 특성과 횟수를 주의 깊게 관찰한다

(4.30±0.70)’의 문항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수행도를 보인 문항은‘연동운

동을 자극하기 위해 복부 마사지를 시행하고 교육한다(2.66±0.86)’였다. 

대상자의 노인간호수행의 영역별 점수를 살펴보면, 피부간호 수행도가 평균 4.07점

(±0.59)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의사소통간호 수행도(4.04±0.53), 상해예방  

간호수행도(4.01±0.62)순이었다. 가장 낮은 수행도를 보인 영역은 일상활동간호 

수행도로 평균 3.38(±0.66)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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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항(항목 당 1~5점) Mean(±SD)

영
역
내
순
위

영
역
별 
순
위

노인
수면
간호

1. 노인환자의 수면을 방해하는 원인을 찾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61(±0.65) 2

8

2. 수면증진 기술에 대해 노인환자와 가족을 교육한다. 3.28(±0.79) 5

3. 노인 환자의 규칙적인 수면/각성 주기에 맞추어 간호를 
계획한다.

3.29(±0.84) 4

4. 수면을 촉진시키는 안위대책을 수행한다. 3.50(±0.82) 3

5. 일상생활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도록 이뇨제 투여 시간
을 조정한다.

3.88(±0.97) 1

평균 3.51(±0.57)

노인
일상
활동
간호

6. 노인환자의 근력과 관절 가동성을 사정한다. 3.60(±0.93) 2

9

7. 매일 동작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수행한다. 3.27(±0.93) 5

8. 와상 노인환자의 경우 좋은 신체선열을 유지하도록 한
다.

3.64(±0.91) 1

9. 휠체어에 앉아 있을 때에도 가능한 한 팔이나 발을 사용
하도록 격려한다.

3.18(±0.94) 6

10. 흉곽을 가장 크게 확장시킬 수 있는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3.29(±0.97) 4

11.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노인환자가 자가 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한다.

3.31(±0.87) 3

평균 3.38(±0.66)

노인
영양
간호

12. 영양 상태와 영양장애의 원인을 주의 깊게 사정한다. 3.59(±0.81) 3

6

13. 식사 전에 구강을 청결히 하도록 하고 좋은 위생을 유
지하도록 한다.

3.37(±0.81) 4

14. 의치가 잘 맞는지 확인하고 의치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2.77(±1.04) 5

15. 식사 도중에 재촉하지 않는다. 4.07(±0.82) 1

16. 흡인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환자의 연하능력의 수준을 
계속적으로 모니터한다.

4.03(±0.78) 2

평균 3.57(±0.60)

<표 4> 대상자의 노인간호수행 정도

(N=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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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배설
간호

17. 연동운동을 자극하기 위해 복부 마사지를 시행하고 교
육한다.

2.66(±0.86) 7

7

18. 금기가 아니라면 충분한 수분섭취를 유지한다. 3.94(±0.75) 3

19. 환자 및 가족에게 배변을 촉진하는 식품에 대해 교육한
다.

3.44(±0.88) 4

20. 대변의 특성과 횟수를 주의 깊게 관찰한다. 4.30(±0.70) 1

21. 설사를 할 경우 탈수 증상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관
찰한다.

4.10(±0.76) 2

22. 요실금 정도와 유발요인을 사정한다. 3.25(±0.94) 5

23. 요실금이 있는 경우 괄약근 긴장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한다.

2.95(±0.99) 6

평균 3.52(±0.58)

노인
통증
간호

24. 통증의 위치, 특징, 발생 시기, 기간, 빈도, 질, 강도 또
는 심각성, 촉진시키는 요인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통
증을 사정한다.

4.28(±0.75) 1

4

25. 노인환자가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여 통증의 수준을 서
술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

3.88(±0.87) 4

26. 노인환자의 통증을 유발 또는 증가 요인을 줄여주거나 
제거한다.

4.00(±0.79) 2

27. 노인환자의 반응에 근거하여 통증조절 방법을 설정하고 
변경한다.

3.92(±0.73) 3

28. 통증완화 방법을 선택할 때 노인환자의 참여의지, 참여
능력, 선호도, 금기사항 등을 고려한다.

3.75(±0.77) 5

평균 3.97(±0.65)

노인
상해
예방
간호

29. 노인환자의 낙상 위험요인을 사정한다. 4.54(±0.57) 1

3

30. 갑작스럽게 움직이거나 급격한 체위변경은 피한다. 4.29(±0.63) 2

31. 지팡이, 보행기, 휠체어와 같은 보조기구의 적절한 사
용에 대해 설명한다.

3.97(±1.00) 5

32. 보행이 불안정한 노인환자를 지지한다. 3.88(±0.93) 6

33. 정해진 시간에 화장실을 가도록 돕는다. 3.26(±1.03) 7

34. 노인환자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4.17(±0.79) 3

35. 불안전한 행위를 유발하는 신체적, 인지적 기능 장애를  
 사정한다.

3.99(±0.79) 4

평균 4.0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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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피부
간호

36. 피부손상의 정도와 이를 악화시키는 요인을 평가한다. 4.15(±0.76) 2

1

37. 침대시트를 잘 펴서 압력을 받는 원인을 줄이고 필요 
없는 물건은 침대에서 치운다.

4.26(±0.74) 1

38. 체위변경을 2시간 간격으로 시행한다. 3.83(±0.91) 6

39. 요실금이나 변실금이 있는 노인환자는 피부손상을 예방
하기 위한 피부간호를 실시한다.

4.02(±0.69) 5

40. 노인환자는 여러 명이 협동하여 이동시킴으로써 피부쏠
림을 막는다.

4.09(±0.75) 3

41. 침상머리를 높일 경우 전단력으로 손상 받지 않도록 한
다.

4.07(±0.77) 4

평균 4.07(±0.59)

노인
의사
소통
간호

42. 분명하고 쉬운 말로 천천히 말한다. 4.31(±0.65) 1

2

43. 손을 잡아주는 등의 적절한 신체적 접촉으로 지지한다. 3.95(±0.71) 6

44. 의사소통 내용이 정확히 인지되었는지 확인한다. 4.15(±0.69) 2

45. 노인환자가 반응하는 시간을 충분히 준다. 3.98(±0.72) 5

46. 노인환자의 이해수준에 맞추어 교육방법과 교육자료를 
조절한다.

4.00(±0.69) 4

47. 노인환자의 안위와 에너지를 고려하여 교육한다. 3.83(±0.71) 7

48. 교육 시간 내에서 중요한 점을 반복교육을 한다. 4.04(±0.74) 3

평균 4.04(±0.53)

노인
투약
간호

49. 처방된 약물과 정확한 복용법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제
공해준다.

4.02(±0.81) 2

5

50. 약과 관련된 주의사항이나 효능 등을 이해하기 쉽게 간
단히 설명해준다.

4.05(±0.74) 1

51. 퇴원 약은 봉투의 글씨를 크게 해서 알아보기 쉽게 한
다.

3.83(±1.08) 4

52. 노인환자의 투약과 관련하여 부작용에 대해 민감하게 
사정한다.

3.72(±0.82) 5

53. 약 복용 시 충분한 물을 섭취하도록 한다. 3.95(±0.80) 3

평균 3.92(±0.70)

총평균점수(53~265점) 200.50(±2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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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간호

수행도

간호사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 차이는 <표 5>와 같다. 

간호사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의 차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 차이는 <표 6>과 같다. 

간호사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태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는 결혼 상

태와 근무부서였다. 결혼 상태에서는 미혼인 간호사가 기혼인 간호사에 비해 유의하

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t=2.326, p=.022), 근무부서에서는 내과계 병동 간호

사가 외과계 병동 간호사에 비해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F=4.434, 

p=.014)

간호사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간호수행도 차이는 <표 7>과 같다. 

간호사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간호수행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

는 근무부서와 부서 내 역할이었다. 근무부서는 내과계 병동 간호사가 중환자실 간

호사에 비해 노인간호수행을 더 잘하는 것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253, 

p=.043). 부서 내 역할에서는 책임간호사와 교육간호사가 일반간호사에 비해 노인

간호수행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093, p=.003) 

  



- 27 -

특성 구분 N Mean(±SD) t or F p
연령 25세 이하 25(22.9) 22.80(±1.89)

1.689 .174
26~30세 45(41.3) 21.96(±2.24)

31~35세 15(13.8) 23.00(±2.56)

36세 초과 24(22.0) 22.88(±1.78)

성별 여성 104(95.4) 22.53(±2.16)
0.743 .459

남성 5(4.6) 21.80(±1.64)

결혼 상태 기혼 34(31.2) 22.65(±2.03)
0.497 .620

미혼 75(68.8) 22.43(±2.19)

종교 종교있음 46(42.2) 22.41(±2.08)
-0.342 .733

종교없음 63(57.8) 22.56(±2.19)

최종 학력 전문대졸 4(3.7) 20.50(±1.73)

1.838 .164대    졸 96(88.0) 22.57(±2.16)

석사이상 9(8.3) 22.56(±1.81)

총 임상경력 1년이상~5년이하 55(50.4) 22.31(±2.11)

0.535 .5875년초과~10년이하 28(25.7) 22.82(±2.48)

10년초과 26(23.9) 22.54(±1.82)

근무부서 내과계 병동 47(43.2) 22.47(±2.06)

0.181 .835외과계 병동 31(28.4) 22.35(±2.20)

중 환 자 실 31(28.4) 22.68(±2.24)

부서 내 역할 일반간호사 85(78.0) 22.33(±2.04)

-1.536 .128책임간호사+ 

교육간호사 
24(22.0) 23.08(±2.39)

최근 2년 이내 

노인관련 교육 

이수 여부

있다 20(18.3) 22.15(±2.35)
-0.799 .426

없다 89(81.7) 22.57(±2.10)

<표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 차이

(N=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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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N Mean(±SD) t or F p
연령 25세 이하 25(22.9) 85.16(±13.61)

2.087 .106
26~30세 45(41.3) 86.62(±11.03)

31~35세 15(13.8) 83.93(±11.54)

36세 초과 24(22.0) 92.33(±12.55)

성별 여성 104(95.4) 87.21(±12.24)
0.144 .886

남성 5(4.6) 86.40(±13.85)

결혼 상태 기혼 34(31.2) 91.15(±12.33)
2.326 .022*

미혼 75(68.8) 85.37(±11.86)

종교 종교있음 46(42.2) 87.37(±11.46)
0.142 .888

종교없음 63(57.8) 87.03(±12.88)

최종 학력 전문대졸 4(3.7) 88.25(±11.06)

0.421 .657대    졸 96(88.0) 86.80(±12.16)

석사이상 9(8.3) 90.67(±14.37)

총 임상경력 1년이상~5년이하 55(50.4) 85.62(±11.08)

2.692 .0725년초과~10년이하 28(25.7) 85.79(±13.43)

10년초과 26(23.9) 91.96(±12.52)

근무부서 내과계 병동a 47(43.2) 84.70(±11.82)

4.434
.014*

(a<b)**외과계 병동b 31(28.4) 92.52(±12.34)

중 환 자 실c 31(28.4) 85.58(±11.49)

부서 내 역할 일반간호사 85(78.0) 86.80(±12.18)

-0.599 .551책임간호사+ 

교육간호사 
24(22.0) 88.50(±12.65)

최근 2년 이내 

노인관련 교육 

이수 여부

있다 20(18.3) 87.70(±11.77)
0.211 .833

없다 89(81.7) 87.06(±12.41)

<표 6>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 차이

(N=109)

*p<.05
**사후검정(Scheff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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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N Mean(±SD) t or F p
연령 25세 이하 25(22.9) 200.28(±18.66)

1.472 .226
26~30세 45(41.3) 195.58(±28.63)

31~35세 15(13.8) 202.80(±16.20)

36세 초과 24(22.0) 208.54(±26.91)

성별 여성 104(95.4) 201.09(±24.30)
1.110 .270

남성 5(4.6) 188.40(±38.32)

결혼 상태 기혼 34(31.2) 206.85(±24.54)
1.804 .074

미혼 75(68.8) 197.63(±24.83)

종교 종교있음 46(42.2) 200.43(±28.54)
-0.025 .980

종교없음 63(57.8) 200.56(±22.30)

최종 학력 전문대졸 4(3.7) 183.00(±33.03)

2.018 .138대    졸 96(88.0) 200.14(±22.75)

석사이상 9(8.3) 212.22(±39.62)

총 임상경력 1년이상~5년이하 55(50.4) 199.47(±24.99)

1.547 .2185년초과~10년이하 28(25.7) 196.00(±23.83)

10년초과 26(23.9) 207.54(±25.69)

근무부서 내과계 병동a 47(43.2) 207.34(±20.85)

3.253
.043*

(a>c)**
외과계 병동b 31(28.4) 196.13(±21.99)

중 환 자 실c 31(28.4) 194.52(±31.13)

부서 내 역할 일반간호사 85(78.0) 196.72(±24.61)

-3.093 .003*
책임간호사+ 

교육간호사 
24(22.0) 213.92(±21.94)

최근 2년 이내 

노인관련 교육 

이수 여부

있다 20(18.3) 209.00(±22.53)
1.697 .093

없다 89(81.7) 198.60(±25.24)

<표 7>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간호수행도 차이

(N=109)

*p<.05
**사후검정(Dunne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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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지식 태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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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 1

태도 -.119(.219) 1

수행 -.035(.720) .056(.560) 1

4.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간호수행도의 관계

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간호수행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8>와 같다.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어 지식이 높을수록 태도가 

긍정적이었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노인에 대한 지식과 간호수행도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어 지식이 높을수록 

수행도 수준이 낮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노인에 대한 태도와 간호수행도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 태도가 부정적일수

록 간호수행도 수준이 증가하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표 8>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간호수행도의 관계

(N=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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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노인간호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간호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표 9>와 같다.

간호수행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근무부서, 부서 내 역할과 노인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인 결혼상태, 근무부서(간호수행도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

임)와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를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근무부서의 경

우 내과계병동을 기준으로 외과계병동을 근무부서1, 중환자실을 근무부서2로 가변수 

처리하였다. 산출된 회귀모형은 유의하였으며(F=3.422, p=.004) 다중회귀분석의 독

립변수들에 대한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독립변수 간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분산확대인자)가 1.014~1.301로 10미만으로 확인

되어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서 내 역할(p=.003)과 근무부서(p=.005)가 간호

수행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의한 변수에 대한 비표준화계

수(B)를 확인한 결과 부서 내 역할(B=18.314)이 양수로서 일반간호사에 비해 책임

+교육간호사가 간호수행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근무부서(B=-15.843)는 음수로서 

중환자실 간호사에 비해 내과계 병동 간호사의 간호수행도가 높음을 보여준다. 

결혼상태, 근무부서, 부서 내 역할, 지식, 태도에 의해 간호수행도가 설명되는 설명

력은 11.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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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β SE t p

(constant) 32.463 6.083 <.001

결혼 상태

기혼(reference)

미혼 -.058 5.348 -0.578 .565

근무부서

내과계 병동(refernece)

외과계 병동 -.195 5.684 -1.889 .063

중환자실 -.287 5.509 -2.876 .005*

부서 내 역할

일반간호사(reference)

책임+교육간호사 .305 5.989 3.058 .003*

지식 -.069 1.078 -0.751 .455

태도 .048 0.200 0.491 .624

adj.R2=.119, F=3.422, p=.004

<표 9> 노인간호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다중선형회귀분석

(N=109)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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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노인에 대한 대상자들의 지식 정도를 조사한 결과, 간호사들의 지식 총점은 30점 

만점에 평균 22.50점(±2.14)으로 평균 정답률은 75%였으며, 노인에 대한 태도는 

총점 140점 만점에 87.17점(±12.25)으로 중립적인 범위(70~90점)내에 있었으나, 

약간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들의 노인간호수행도는 

총 265점 만점에 평균 200.50점(±24.99)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노인간호수행도에서 유의

한 차이가 나온 결과는 노인에 대한 태도에서 기혼인 간호사가 미혼인 간호사에 비해 

노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며, 외과계 병동 간호사가 내과계 병동 간호사에 비해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이었다. 노인간호수행도에서는 내과계 병동 간

호사가 중환자실 간호사에 비해 높은 노인간호수행도를, 일반간호사에 비해 책임간호

사와 교육간호사가 높은 간호수행도를 보였다.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노인간호수

행도의 상관관계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간호사의 

노인간호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서 내 

역할(p=.003)과 근무부서(p=.005)가 간호수행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대상자들의 지식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Dikken 등

(2015)이 개발한 Knowledge about Older Patients Quiz(KOP-Q)의 영문판을 한

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국내에서 노인에 대한 지식 측정도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Facts on Aging Quiz part 1(FAQ 1)(Palmore, 1998)의 신뢰도가 낮고, 여

러 연구에서 타당성이 비판받고 있어(Dikken 등, 2015) 노인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Dikken등(2015, 

2017)의 연구에서 KOP-Q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었다. 

  노인에 대한 지식 정도를 측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총 30점 만점에 평균 22.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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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으로 정답률 75%로 나타났다. KOP-Q를 국내에서 처음 사용하였기에 국내 

비교자료는 없었으며, 선행 연구에서 네덜란드 간호사와 미국 간호사의 지식을 측정

한 결과 각각 정답률 83.9%, 78.9%인 것에 비해 낮은 점수였다(Dikken 등,  

2017). 또한, 대상자의 개인별 특성에 따른 지식 정도의 차이에서도 학력, 임상경력, 

최근 2년 이내 노인관련 교육 이수 여부나 근무부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이렇게 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 점수가 국외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것과 교육여부 등에 따른 지식수준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현재 국내 노인간호학의 현황에서 그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

다. 

  미국의 경우, 노인간호교육에 대한 연구에서 노인간호교육의 수준 향상을 위해 포

함해야 할 요소로 1) 노인간호학을 단독 교과목으로 개설, 2) 노인간호 교육 전문가

를 1인 이상 임용, 3) 노인간호 실습 교육 운영, 4) 석사 과정에서 노인간호학 전공 

포함, 5) 교육기관에 노인학 센터를 포함 의 5가지를 제시하였다(Berman et al., 

2005).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현재 노인간호학이 전공필수 과목으로 개설된 곳은 

31.4%에 그쳤는데, 이는 2003년 미국 조사 결과 노인간호학 교과목 개설 학교의 

80%가 필수 교과목인 것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이다(김춘길 등, 2013). 학부교육과

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노인간호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지 않고 간호사가 된다는 문제

가 있다(백성희 등, 2018). 또한, 노인간호학 개설현황을 알아본 연구에 따르면 총 

52개교 중 27개교에서 성인간호학 전공 교수가 노인간호학을 담당하고 있고, 15개교

만이 노인간호학 전공 교수가 노인간호학을 담당하고 있었다(윤은숙, 2008). 노인간

호학의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노인간호학 전공교수의 확보 또한 시급한 상황이다. 

노인간호 실습의 경우 전국 간호대학이나 간호학(부) 51곳을 대상으로 노인간호학 

교육 현황을 알아본 연구에 따르면, 24곳만이 노인간호 실습을 운영하고 있었다(김춘

길 등, 2013). 노인간호에 대한 간호사들의 지식 수준향상을 위해 학부과정에서 노인

간호학을 전공 필수과목으로 개설하고, 노인간호 실습을 운영함으로써 이론과 실무에 

있어 효과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간호사들이 만나게 되는 대상자 중 노인의 비율이 급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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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고 있으며, 노인 간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교과과정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미국 National 

Gerontological Nursing Association(NGNA)는 노인간호학에서 필수적으로 다뤄야 

할 핵심교과내용을 제시하였는데, 1) 노인간호학 개요, 2) 노인 간호 이슈 및 경향, 

3) 노인간호의 법적/윤리적 이슈, 4) 노인 간호의 행정적 이슈, 5) 노인간호 연구, 

6) 노인간호 서비스 전달체계, 7) 노인의 환경문제, 8) 간호사정 및 자료수집, 9) 주

요 건강문제의 9개의 영역이었다(Luggen & Meiner, 2001). 국내, 외 학부과정의 

노인간호학 교과과정의 현황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학부과정의 경우 

미국 NGNA가 제시하고 있는 노인간호학의 핵심교과내용과 비교 시 간과되고 있는 

내용이 많았다고 지적하였으며, 노인간호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노인간호학 교육의 표

준화와 양질의 교육을 위한 교과과정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백성희 등, 2018). 또

한, 현재 간호사 국가 면허시험에서 노인간호학은 성인간호학 과목 시험에서 소수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간호사 국가 면허시험에서 노인간호학이 독립된 

과목으로 존재해야 노인간호가 간호학에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전문분야로 존재한

다는 것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다(백성희 등, 2018). 이와 같이, 학부과정에서의 체

계적이고 표준화된 노인간호학 교육과정 확보 및 국가고시에서 독립적인 노인간호학 

과목 선정이 간호사들의 노인간호에 대한 지식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Sanders 등(1984)이 개발하고 임영신(2002)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이 도구는 총 20개의 상반되는 형용사 쌍으로 

1점에서 7점까지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낮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

가 긍정적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임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

서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총점 140점 만점에 87.17점(±12.25)으로 중립적

인 범위(70~90점)내에 있었으며, 이를 점수화하면 전체평균 4.36점(±0.61)점이었

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임영신(2002)의 연구에

서 81.53점, 대학병원과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송은주(2004)의 연구에서 

80.61점, 노인전문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정남 등(2009)의 연구에서 73.8점,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박혜옥 등(2010)의 연구에서 87.62점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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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과 동일하게 중립적임 태도를 가짐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노

인에 대한 태도가 중립적인 범위 내에서 약간 부정적인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은,   

연구 대상자들의 근무지가 급성기 병원으로 질병에 대한 치료가 우선 시 될 수 밖에 

없는 환경 때문으로 생각된다(강미란 등, 2018). 

  태도에 대해 문항별로 살펴보면, 간호사들은 노인을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비

활동적, 비생산적, 아프고, 융통성이 없고, 의존적, 보수적, 불평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상급종합병원의 특성 상 만성질환과 중증질환을 함께 가진 노인을 간호

하기 때문에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문항이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박혜옥 

등, 2010).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간호의 주요 대상자가 될 노인환자에 대한 고정관념

이나 편견을 줄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 방법이 필요할 것

이다. 

  노인에 대한 태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는 결혼 상태와 근무부서였다.

  결혼상태에 있어서는 미혼인 간호사들이 기혼인 간호사들에 비해 노인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최경옥(1976), 최희자(2002), 김정윤

(2004)의 연구에서와 동일한 결과로, 결혼여부가 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

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결혼상태가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선행연구(김정남 등, 2009, 김혜은, 2009, 박혜옥 

등, 2010, 권윤희 등, 2013)도 있어 본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근무부서에서는 외과계 병동 간호사가 내과계 병동 간호사에 비해 노인에 대해 부

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만성질환자가 주로 입원하는 내과계 병동에 비해 주로 수술을 

위해 입원하고 수술 후 퇴원하는 외과계 병동의 경우, 입퇴원이 많고, 장기 입원 환자

가 비교적 적어 환자와의 라포 형성이 많지 않다. 또한, 노인 환자의 경우 다른 환자

에 비해 외과 수술 후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 경우 간호사들에게 업무 부담이 

많을 수 있다는 것도 외과계 병동 간호사가 내과계 병동 간호사에 비해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원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는, 근무부서 별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선행연구(최희자, 2002, 김혜은, 2009)와 상반

된 결과로 추후 비교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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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간호수행도는 김혜은(2009)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총점 265점 만점에 

평균 200.50점(±24.99)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해봤을 때, 대학병원과 노인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혜은(2009)의 연구에

서 평균 163.03점, 노인전문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최금봉(2012)의 연구에서 

교육중재 시행 전 평균 182.38점이었던 것에 비해 높은 수행률을 나타낸다. 이는 의

료기관별 간호사 인력 수급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간호수행의 수준이 다를 수 있음에

서 그 원인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입원료 간호등급제와 입원환자의 건강에 대해 연구

(조수진, 이한주, 오주연, & 김진현, 2011)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모든 의료기관이 간호등급 4등급 이상에 분포하였으나, 종합병원은 23.17%, 병원은 

75.80%가 최하위인 7등급이었다. 간호인력이 증가할 때 직접간호시간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김주연, 이영휘, & 정미경, 2016, 김세정, 이자인, & 이윤미, 2017)를 볼 

때 적절한 간호인력의 수급이 노인간호수행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일 것이라 사료된

다.   

  영역별 간호수행도 점수를 살펴보면, 피부간호 수행도가 평균 4.07점(±0.57)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의사소통간호 수행도, 상해예방간호 수행도 순이었다. 가장 

낮은 수행도를 보인 영역은 일상생활간호 수행도 였다. 이는 김혜은(2009)과 최금봉

(2012)의 연구에서 높은 수행도를 보인 영역이 상해예방간호 수행도, 배설간호 수행

도, 가장 낮은 수행도를 보인 영역은 수면간호 수행도인 것과 다른 결과를 보인다. 이

는 상급종합병원 특성 상 욕창의 발생률이 높아 욕창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욕창예방교육의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일상

생활간호 영역의 수행률이 낮은 것은 상급종합병원 특성 상 보호자들이 상주하고 있

으며, 급성기 치료에 중점을 맞춰 간호를 제공하고 있어 일상생활 간호에 대한 이해

와 관심 부족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노인간호수행도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관한 선행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순상관관계를 보인 연구(김혜은, 2009)도 있었으나, 지식과 태도 간 

상관관계가 없는 결과를 보인 연구(박혜옥 등, 2010)도 있었다. 또한, 지식과 간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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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도 간, 태도와 간호수행도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일부 선행 연

구와 같은 결과(최희자, 2002, 김혜은, 2009)였으나, 이는 여러 연구에서 노인에 대

한 지식이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으며,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노인간호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김정윤, 2004, 김정남 등, 2009, 권윤

희 등, 2013)과 상반되는 결과였다. 이는 교육을 통해서 얻어진 노인에 대한 지식이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또한 간호제공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권윤

희 등, 2013)는 연구결과와 다른 점을 보여주며, 아직까지 노인간호제공에 있어 지식

과 태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명확한 연구결과가 없음을 보여준다. 추후 반복연구를 

통해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노인간호수행과 관련성을 확인하는 후속 연구가 요

구된다고 하겠다.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노인간호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결혼상태, 근무부서, 부서 내 역할, 지식, 태도에 의해 간호수행도가 

설명되는 설명력은 11.9%였으며, 간호수행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효한 변수는 부서 

내 역할(p=.003)과 근무부서(p=.005)로 나타났다. 부서 내 역할에 있어서 책임간호

사와 교육간호사가 일반간호사에 비해 노인간호수행도가 높았다. 이는 간호사의 고객

지향성에 대한 연구(강현임, 2010)에서 책임간호사와 수간호사가 일반간호사에 비해 

고객지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온 결과와 최경원(2009)의 연구에서 직위가 높을수록 

고객지향성이 높은 것에 대해 업무에 대한 권한이나 통제권이 향상되고 조직 내의 전

문인으로서 인정받을 때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의 문제에 접근이 빠르

며,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고객지향적 태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분석한 것과 일부 일

치하였다. 그러나, 노인간호수행도 영향요인으로 부서 내 역할을 조사한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였다. 이는 추후 연구를 통해 재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근무부서에 있어서는 내과계 병동 간호사가 중환자실 간호사보다 노인간호수행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간호수행도를 살펴본 선행연구(김혜은, 2009)의 결

과에서 근무부서에 따른 차이가 없었던 것과 다른 결과이다. 같은 도구를 사용한 선

행연구가 없어 분석에 어려움이 있지만, 노인간호실천에 관한 연구(김연수, 2012)에

서 내과계 간호사가 중환자실과 응급실 및 기타부서 간호사보다 노인간호 실천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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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던 것과 일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이 많은 내과계 간호

사가 노인 간호 실천이 더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김연수, 2012). 또한,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노인이라는 환자 특성보다 현재 환자의 위중한 상태에 초점을 맞

춰 간호를 제공하기에 내과계 병동 간호사에 비해 노인간호수행도가 낮은 것으로 생

각된다.

  높은 중증도와 복합적인 질병을 가진 노인이 주로 입원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

하는 간호사의 노인간호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

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에서 유효한 변수

로 나타난 노인동거경험(권윤희 등, 2013), 노인에 대한 공감력(김영경 등, 2017), 

평소 가까이 지내는 노인 유무(강미란 등, 2018) 등을 포함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토대로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지식, 태도 및 간호수행도간의 관계에 대한 

종단적 연구와 간호사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후 적용하여 간호수행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실험연구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개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본 연구 결과가 간호

사 집단을 대표하여 일반화시키는 데에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간호사 집단의 대표성

을 갖는 결과를 위해서는 전국적 규모의 무작위표집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노인에 대한 지식도구(KOP-Q)가 네덜란드와 미국에서 개발된 

도구이고 국내에서는 아직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지 않은 도구였다. 영어

와 한국어 이중언어자 2인이 번역하고,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 소지자에게 한국어 적

절성을 확인한 후 7인의 전문가에게 내용타당도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문화적 차

이에서 올 수 있는 문제점을 줄이고, 도구의 타당도를 높이려고 노력했으나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지속적인 검증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노인

간호수행의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각 영역에서 부족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노인간호에 대해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노인간호수행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 

노인간호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확인함으로써 노인간호수행을 높이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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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노인간호수행도를 확

인하고, 노인간호수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의 자료는 S시에 소재한 S상급종합병원의 노인환자 비율이 높은 병동에서 근

무하는 경력 1년 이상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수집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 

115부를 배부하였고, 114부가 회수되어 이 중 응답이 1문항 이상 미비된 설문지 5

부를 제외한 109부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9월 27일부

터 10월 2일까지였다. 

  본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지식은 Dikken 등(2017)이 개발한 Knowledge about 

Older Patients Quiz(KOP-Q)의 영문판을 저자에게 도구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한국어로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노인에 대한 태도는 Sanders등

(1984)이 개발하고 임영신(2002)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노인간호수행은 김

혜은(2009)이 간호수행 관련 선행연구도구와 관련 문헌을 기초로 개발한 것을 사용

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5.0 program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Independent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은 총점 30점 만점에 평균 22.50점(±2.14)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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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률 75%였다. 

2. 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총점 140점 만점에 평균 87.17점(±12.25)으로 

중립적인 범위(70~90점)내에서 약간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3. 간호사들의 노인간호수행도는 총 265점 만점에 평균 200.50점(±24.99)이었다.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 정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없

었다.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 정도는 결혼 상태와 근무부서에 따라 유의

한 차이를 보여, 기혼인 간호사가 미혼인 간호사에 비해 노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

적이며, 외과계 병동 간호사가 내과계 병동 간호사에 비해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간호수행도는 근무부서와 부서 내 역할에 따라 유의한 차

이를 보여, 내과계 병동 간호사가 중환자실 간호사에 비해 높은 간호수행도를, 일

반간호사에 비해 책임간호사와 교육간호사가 높은 간호수행도를 보였다. 

7. 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간호수행도와의 상관관계에서는 통계학적

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8. 간호사들의 노인간호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서 내 역할(p=.003)과 근무

부서(p=.005)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제언

  본 연구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부에서부터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노인간호학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질 높은 노인간호 교육을 통해 간호사들의 노인

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2. 본 연구에서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노인간호수행도가 설명되는 설명력은 11.9%였

으므로, 선행연구에서 노인간호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노인동거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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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 대한 공감력, 평소 가까이 지내는 노인 유무 등의 변수를 고려한 반복연구

를 제언한다. 

3.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지식, 태도 및 간호수행도간의 관계에 대한 종단적 연구 

와 간호사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후 적용하여 간호수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

험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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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간호

수행도 조사를 위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노인간호를 전공중인 김은지입니다.

본 설문지는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간호수행

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의 설문 작성은 자발적으로 결정되어 진행되는 것입니다. 참여를 동

의한 경우라도 진행 중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고, 참여를 동의하지 않거나 

중단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손실도 없을 것

입니다. 

설문응답 시간은 약 20~30분 정도로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귀하께서 

작성해주신 내용이 연구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각 문항에 귀하의 

솔직한 답변을 빠짐없이 기입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구 참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구자: 김은지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노인전공)

연락처: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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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참 거짓

1
건망증과 집중력문제, 결정장애는 우울증의 지표라기 보다는 
노화현상의 일부다.

2
노인의 예기치 못한 요실금은 요로감염에 걸린   것 일수도 
있다.

3 치매와 같은 인지장애를 가진 환자들은 섬망 위험이   
증가한다.

4 영양부족은 사고력과 관찰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5 일반적으로 노인은 신장과 간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
에 투약에 더욱 민감하다. 

6 환자를 사정하는 동안 그들의 가족을 만나는 것은   치매환자
들에게만 요구된다. 

7 노인들의 경우,   침상안정은 회복력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 

8 환자들은 섬망 중에 불안했거나 초조했던 것을   거의 기억하
지 못한다. 

9 노인들은 운동량이 적으므로   수분을 적게 필요로 한다.

10 환자들에게 지난 6개월간의 낙상경험을 질문하는 것은 낙상 
위험도를 사정하는 데 좋은 방법이다 

11 두 시간 동안 조직에 혈액공급을 차단하는 것은   욕창을 초
래할 수 있다. 

12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이 있다는 것을 덜 인
식한다. 

13 약물치료의 횟수를 낮추는 것은 환자가 복약 이행을   하는 
데 효과적이다. 

14 요실금 환자들은 오염된 옷을 갈아입어야 하지만 그 이후에 
화장실에 데려갈 필요는   없다.

15 노인들은 갈증(목이 마르는 감각)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물
을 더 자주 마시는 것이 좋다

16
섬망 환자의 경우, 밝은 조명을   사용하여 방 전체를 구석까
지 밝혀야 한다.

17
노인이 약물치료를 받을 때는 기억력 결핍, 요실금, 낙상, 우
울증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18 가족보호자는 과중한 부담으로 인해 그들이 돌보는 사람을 학
대할 수 있다.

Ⅰ. 다음 문항은 노인에 대한 지식에 대해 묻는 질문입니다. 문항을 잘 읽으시고, 참 
혹은 거짓에 ‘∨’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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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참 거짓

19 실행증 환자들에게는 일을 완성할 방법에 대해서   폭 넓게 
설명하는 것이 좋다.

20
청력이 손상된 노인환자에게 말할 때는 보통 크기의 소리로 
말하는 것이 가장   좋다.

21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가 25이상인 노인은 영
양결핍일 수 없다. 

22 삼키는 것이 어려운 경우, 모든   약은 환자들이 확실하게 삼
킬 수 있도록 갈아서 제공해야 한다.

23 우울증의 경우, 기억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4 대부분의 가족 보호자들은 가정간호서비스(homecare   
service)등의 추가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5 간호사로서, 청력이 손상된 노인환자에게는   귓가에다가 정
확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26 진통제는 중독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노인환자에게는 가능
한 적게 투약되어야   한다.

27 수포(blister formation)나   찰과상(abrasions)이 발생한 경우
에만 욕창으로 규정한다.

28 섬망 환자의 경우, 하루 동안의   활동을 고르게 분포시켜야 
한다.

29 낙상위험성은 집에서 지내는 노인들보다 병원에서 지내는 노
인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다.

30 복압성 요실금(stress   incontinence)은 바지를 열지 못하는 
환자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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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1. 현명한 어리석은

2. 친절한 불친절한

3. 무식한 박식한

4. 행복한 슬픈

5. 신뢰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없는

6. 이기적인 관대한

7. 비활동적인 활동적인

8. 깔끔한 단정치 못한

9. 호의적인 비호의적인

10. 지루한 재미있는

11. 생산적인 비생산적인

12. 아픈 건강한

13. 좋은 나쁜

14. 융통성이 있는 융통성이 없는

15. 의존적인 독립적인

16. 진보적인 보수적인

17. 매력적인 매력적이지 못한

18. 인내심이 없는 인내심이 있는

19. 낙천적인 비관적인

20. 불평이 없는 불평이 많은

Ⅱ. 다음 문항은 노인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각 문항의 양쪽 끝에 
상반되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노인의 이미지와 가장 가깝다
고 생각하는 곳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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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거의
하고
있지
않다

가끔
하고
있다

자주
하고
있다

항상
하고
있다

1. 노인환자의 수면을 방해하는 원인을 찾아 적절
한 조치를 취한다.

2. 수면증진 기술에 대해 노인환자와 가족을 교육
한다.

3. 노인 환자의 규칙적인 수면/각성 주기에 맞추어 
간호를 계획한다.

4. 수면을 촉진시키는 안위대책을 수행한다.

5. 일상생활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도록 이뇨제 
투여 시간을 조정한다.

6. 노인환자의 근력과 관절 가동성을 사정한다.

7. 매일 동작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수행한다.

8. 와상 노인환자의 경우 좋은 신체선열을 유지하
도록 한다.

9. 휠체어에 앉아 있을 때에도 가능한 한 팔이나 
발을 사용하도록 격려한다.

10. 흉곽을 가장 크게 확장시킬 수 있는 자세를 취
하도록 한다.

11.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노인환자가 자가 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한다.

12. 영양 상태와 영양장애의 원인을 주의 깊게 사
정한다.

13. 식사 전에 구강을 청결히 하도록 하고 좋은 
위생을 유지하도록 한다.

Ⅲ. 다음 문항은 노인에 대한 간호수행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으시고 
귀하가 각 항목에 대해 수행하고 있는 정도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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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거의
하고
있지
않다

가끔
하고
있다

자주
하고
있다

항상
하고
있다

14. 의치가 잘 맞는지 확인하고 의치관리상태를 확
인한다.

15. 식사 도중에 재촉하지 않는다.

16. 흡인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환자의 연하능력의 
수준을 계속적으로 모니터한다.

17. 연동운동을 자극하기 위해 복부 마사지를 시행
하고 교육한다.

18. 금기가 아니라면 충분한 수분섭취를 유지한다.

19. 환자 및 가족에게 배변을 촉진하는 식품에 대
해 교육한다.

20. 대변의 특성과 횟수를 주의 깊게 관찰한다.

21. 설사를 할 경우 탈수 증상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한다.

22. 요실금 정도와 유발요인을 사정한다.

23. 요실금이 있는 경우 괄약근 긴장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한다.

24. 통증의 위치, 특징,   발생 시기, 기간, 빈도, 
질, 강도 또는 심각성, 촉진시키는 요인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통증을 사정한다.

25. 노인환자가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여 통증의 
수준을 서술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

26. 노인환자의 통증을 유발 또는 증가 요인을 줄
여주거나 제거한다.

27. 노인환자의 반응에 근거하여 통증조절 방법을 
설정하고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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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거의
하고
있지
않다

가끔
하고
있다

자주
하고
있다

항상
하고
있다

28. 통증완화 방법을 선택할 때 노인환자의 참여의
지, 참여능력, 선호도, 금기사항 등을 고려한다.

29. 노인환자의 낙상 위험요인을 사정한다.

30. 갑작스럽게 움직이거나 급격한 체위변경은   
피한다.

31. 지팡이, 보행기, 휠체어와 같은 보조기구의 적
절한 사용에 대해 설명한다.

32. 보행이 불안정한 노인환자를 지지한다.

33. 정해진 시간에 화장실을 가도록 돕는다.

34. 노인환자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
한다.

35. 불안전한 행위를 유발하는 신체적, 인지적 기
능 장애를 사정한다.

36. 피부손상의 정도와 이를 악화시키는 요인을 평
가한다.

37. 침대시트를 잘 펴서 압력을 받는 원인을 줄이
고 필요 없는 물건은 침대에서 치운다.

38. 체위변경을 2시간 간격으로 시행한다.

39. 요실금이나 변실금이 있는 노인환자는 피부손
상을 예방하기 위한 피부간호를 실시한다.

40. 노인환자는 여러 명이 협동하여 이동시킴으로
써 피부쏠림을 막는다.

41. 침상머리를 높일 경우 전단력으로 손상 받지 
않도록 한다.

42. 분명하고 쉬운 말로 천천히 말한다.



- 55 -

문항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거의
하고
있지
않다

가끔
하고
있다

자주
하고
있다

항상
하고
있다

43. 손을 잡아주는 등의 적절한 신체적 접촉으로 
지지한다.

44. 의사소통 내용이 정확히 인지되었는지 확인한
다.

45. 노인환자가 반응하는 시간을 충분히 준다.

46. 노인환자의 이해수준에 맞추어 교육방법과   
교육자료를 조절한다.

47. 노인환자의 안위와 에너지를 고려하여 교육한
다.

48. 교육 시간 내에서 중요한 점을 반복교육을   
한다.

49. 처방된 약물과 정확한 복용법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50. 약과 관련된 주의사항이나 효능 등을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설명해준다.

51. 퇴원 약은 봉투의 글씨를 크게 해서 알아보기 
쉽게 한다.

52. 노인환자의 투약과 관련하여 부작용에 대해 민
감하게 사정한다.

53. 약 복용 시 충분한 물을 섭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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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반적 특성: 해당하는 곳에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연령: 만        세

2. 성별:  1) 여         2) 남       

3. 결혼유무: 1) 기혼         2) 미혼       

4. 종교: 1) 기독교         2) 천주교       3) 불교         4) 없음         

5) 기타(적어주세요)           

5. 최종학력: 1) 3년제 간호학과 졸업             2) 4년제 간호학과 졸업        

            3) RN-BSN졸업                    4) 대학원졸업         

6. 총 임상경력:         년         개월

7. 현 근무부서: 1) 내과계 병동           2) 외과계 병동           3) 중환자실     

     

8. 병동내에서의 역할

 1) 일반간호사                2) 책임간호사          

 3) 교육간호사                4) 일반간호사+책임간호사           

9. 최근 2년 내에 노인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 유무

   1) 있다             2) 없다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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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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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연구도구 사용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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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nowledge, Attitude, and Performance of Nurses 

in a Tertiary Hospital towards Older Adults  

Kim, Eun Ji

Dept. of Gerontological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knowledge, attitude 

and performance of nurses in a tertiary hospital towards older adults, 

and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affected their nursing performance 

with regard to older adult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09 nurses 

working at a tertiary hospital located in Seoul, South Korea from 

Sept. 27 to Oct. 2, 2019. 

  In this study, knowledge about older adults was measured using the  

Knowledge about Older Patients Quiz, developed by Dikken et 

al.(2017), which was translated into Korean with permission for use 

with the author's tools. An inventory for measuring attitudes toward 

older adults was developed by Sanders et al.(1984) and used by Lim 

(2002). The inventory for evaluation nursing performance with regard 

to older adults was developed by Kim(2009) based on nursing 

research tools and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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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 were analyzed with the IBM SPSS statistics 25.0 program. The 

analyses included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earch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nurse's mean score (±standard deviation) on the KOP-Q 

was 22.50 (±2.14) with a range of 0-30. The average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was 75%.

  2. The nurse's mean score (±standard deviation) on the inventory 

measuring their attitude toward older adults was 87.17 (±12.25) with 

a range of 20-140. Their average attitude was in the neutral range 

(70-90), but slightly negative.

  3. The nurse's mean score (±standard deviation) on the inventory 

measuring their performance with regard to older adults was 200.50 

(±24.99) with a range of 56-265.

  4.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nurse's 

knowledge about older adult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5. The nurse's attitude toward older adult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iffered according to their marital status and department. Married 

nurses had a more negative attitude toward older adults than 

unmarried nurses. Surgical ward nurses had a more negative attitude 

toward older adults than medical ward nurses.

  6. The nurses' nursing performance with regard to older adult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iffered according to their role and 

department. Medical ward nurses performed better than intens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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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nurses. Charge and education nurses performed better than 

general ward nurses.

  7.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among nurses' 

knowledge, attitude, and performance. 

  8. Nursing Role(p = .003) and department(p = .005) influenced 

nursing performance with regard to older adults after controlling for 

general characteristic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to plan and implement  

educational programs for improvement of nursing practice. In addition,  

the factors influencing nursing performance can be used as 

foundational data for finding ways to improve nursing outcomes for 

older adults.

Keywords: knowledge, attitude, nursing performance, older adul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