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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gerontological nursing education in BSN programs 
in South Korea and explore directions for improvement in the future.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51 schools 
providing 4-year nursing education programs located in Seoul or one of 6 provinces, Gyeonggi, Gangwon, 
Chungcheong, Gyeongsang or Jeolla provinces. Questionnaires were developed by 13 experts in gerontological 
nursing. The questionnaires included items on gerontological nursing curriculum, faculty professionality, and fu-
ture directions for improving gerontological nursing education. Data were collected via email. Results: Among the 
school participants, 31.4% of them rated gerontological nursing as a required subject while 50.9% gave two credits 
for the subject. Of the expert participants, 54.9% reported that credits for gerontological nursing were not sufficient. 
The experts suggested providing gerontological nursing education as stand-alone courses and included geronto-
logical nursing as an independent subject on the national examination for registered nurses, as this inclusion would 
improve gerontological nursing education. Conclusion: Over the past 30 years, gerontological nursing in South 
Korea has evolved. With environmental changes in sociodemographic and healthcare service, it is inevitable that 
positive changes of gerontological nursing in nursing education must be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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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11년 말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2.2%로 한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를 넘어섰고 2017년에 고

령 사회, 그리고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추

정된다(Statistics Korea, 2011). 노인은 생리학적, 사회 심리

학적, 영적으로 고유한 요구를 지니고 있으며 생의 경험, 가

치, 개인의 생애에 대한 목적 등이 다양한 집단(WHO, 2003)

으로 노인인구의 증가는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초래

하고 있다. 한 예로 한국 정부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실시하

여 노인의 보건의료 및 복지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08). 또 대학에서는 의 ‧약학, 사회학, 심리학, 복

지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전공 및 교양 과정에 노인과 관

련된 과목이 개설,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간호학 분야에서도 노인의 건강 요구에 부응하는 간호사를 양

성하기 위하여 노인간호학 관련 지식, 태도, 술기 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간호 학생들은 대상자에게 총체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받고 있으나 아직까지 많은 학생들이 노

인이나 노인간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거나 관심

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Bak, 2007; Happell & Brooker, 

2001; Walsh, Chen, Hacker, & Broschard, 2008; WHO, 

2003). 2013년 개최된 세계 노년학 및 노인의학 대회(Inter-

national Association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IAGG)

의 간호 특별 관심 그룹(nursing special interest group) 발

표에서도 미국, 영국, 호주, 이스라엘 등 각국에서 노인과 노

인간호 종사자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다는 것이 공통 문

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간

호 교육을 통해 노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변화시키고 간호 

학생들이 노인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해야 

함이 지적되었다. 이는 간호학 학사과정에서 노인에게 최적

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를 배출할 수 있느냐 여부가 

타당한 교과 과정의 구성과 운영에 의해 결정(Yun, 2008)된

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미국의 경우 노인간호교육에 대한 연구결과 노인간호교육

의 수준 향상을 위해 다음의 5가지 요소가 제시되었다. 이는 

1) 노인간호학을 단독 교과목으로 개설하고, 2) 노인간호 교

육의 전문가를 1인 이상 임용하며, 3) 노인간호 실습 교육을 

운영하고, 4) 석사 과정에 노인간호학 전공을 포함하며, 5) 교

육 기관에 노인학 센터를 포함하는 것이다(Berman et al., 

2005; Rosenfield, Bottrell, Fulmer, & Mezey, 1997). 2008

년에는 미국간호대학협의회(American Association of Col-

lege of Nursing, AACN)에서 간호학부 교육에 아동 및 노인 

그룹 간호에 대한 이론과 실습 교육에 중점을 둘 것을 강조하

기에 이르렀다(AACN, 2008).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간호학은 1981년 처음으로 독립 과

목으로 개설되었는데(Hong & Song, 1985) 2000년(Chen 

et al., 2001)과 2007년(Yun, 2008) 현재 각각 4년제 대학의 

80.0%와 87.3%가 노인간호학을 독립 교과목으로 개설하고 

있으나 노인간호학 실습은 18.0%와 58.2%로 낮은 비율이었

고 상당수의 대학이 이를 선택 교과목으로 운영하는 등 간호 

교육 과정에서 노인간호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실정이

다(Lee & Kang, 2006). 그러나 한국 의료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 노인의 의료이용은 1990년 대비 외래는 3.6배, 

입원은 3.4배로 증가하였고, 2009년 노인의 외래이용은 국민 

전체 보다 2.3배, 입원은 2.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2030년에는 노인 5.5명당 1인이 외래진료를 받고, 1.9명당 

1인이 연간 입원진료를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Korea Institute 

for Health & Social Affairs [KIHSA], 2010). 이러한 인구 고

령화와 노인의 의료 이용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간호 교육은 

노인 간호에 대해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

나 노인간호학의 교육 과정에 대한 국내 연구는 교과 과정 조

사연구(Chen et al., 2001; Yun, 2008)와 교과 과정 모형 개

발(Song et al., 2003) 등이 있을 뿐 아직 표준 교과 과정도 개

발되지 않은 실정이다(Yun, 2008).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대학

의 간호학 교과과정 내 노인간호학 관련 교과목의 운영현황과 

노인간호의 교육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간호교육전문가집단

의 의견을 통해 노인간호학 교과 과정의 현황을 파악하고 교

과 과정의 정착과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내 4년제 대학의 노인간호 교육 현황을 파악하

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국내 4년제 대학의 노인간호 교육 현황을 파악한다.

국내 4년제 대학에서 노인 간호학 담당자의 노인간호학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종합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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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1. 연구설계

이 연구는 전국 4년제 대학에서 노인간호학 교과목이 운영

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 노인간호학 발전을 위한 전문가들

의 의견을 분석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자는 대한민국 행정자치도 중 제주특별자치

도를 제외한 6개 지역의 4년제 간호대학이나 간호학(부)과 

51곳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7곳, 경기도 4곳, 강원도 4곳, 충

청도 14곳, 경상도 16곳, 전라도 6곳이다. 

3.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노인간호학 교육 현황 파악과 교육의 수준 향

상을 위해 요구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노인 전문가 13명에 의

해 개발되었다. 노인 전문가는 국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노인 관련 연구와 학회 활동을 하는 교수 11인과 노인

요양시설 경력 20년 이상의 관리자 2인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전체 회의에서 설문에 포함할 내용을 결정한 후 이 중 3인이 

설문 초안을 작성하여 이후 2회의 이메일 교신과 1회 회의를 

통해 항목 구성, 내용, 답가지 등의 합의를 거쳐 설문지를 완

성하였다. 주 내용은 노인간호학 전공 분류, 학점, 학점 적정

도, 교과목 개설 적정 학년, 노인간호학 담당자 관련 사항 및 

노인간호학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한 제언 등으로 구성되었다. 

4.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은 주 연구자가 속한 대학에서 연구 윤리 준수 승

인을 받은 후(HIRB-2013-026), 한국간호대학학과장협의회

의 승인을 얻어 이 협회의 전국 간호대학, 간호학과(부)의 대

표자 이메일 주소를 받았다. 먼저 각 대학에 이메일을 통해 연

구목적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연구참여 의사 표시를 요청하였

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대학의 노인간호학 담당 교수가 연구 

조사 내용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101개 대학에 자료수집을 요

청하였으나 51개 대학이 회신하여 응답률은 50.4%였다. 자

료수집기간은 2013년 6월부터 9월까지이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와 평균 등 기술 통계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참여 대학의 일반적 특성

이 연구에 참가한 51개 대학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참여 대학의 대다수가 사립대학이었으며 소재지는 경

상도, 충청도, 서울, 전라도, 강원도, 경기도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 대학 중 간호대학은 29.4%(n=15)이며 간호학부 3곳을 

제외한 64.7%(n=33)는 간호학과의 학제를 갖추고 있었다. 

대학별 총학생 정원은 30명부터 471명 사이였다.

2. 참여 대학의 노인간호학 교육 관련 특성

참여 대학의 노인간호학 교육 관련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참여 대학의 과반수(66.6%)가 전공 선택 과목으로 개설되었

고 교양 과목인 학교도 한 곳이 있었다. 노인간호학 전체 학점

은 2학점이 50.9%(n=26)였으며 3학점, 1학점, 4학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론 학점은 응답한 39개 대학 중 2학점이 79.5%

였으며 이론 수업 개설 학년은 응답한 49개교 중 4학년에 개설

하는 곳이 61.2%(n=30), 3학년 28.5%(n=14), 2학년 8.2% 

(n=4), 1학년 2.1%(n=1)로 나타났다. 실습 학점과 실습 학년

에 대해 응답한 학교는 24곳으로 실습 학점이 1학점인 곳이 

75%, 실습 학년이 4학년인 곳이 70.8%로 나타났다. 노인간호

학 학점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매우 부족하다’ 또는 ‘부족하

다’로 응답한 대학이 54.9%로 과반수였으며 ‘적정하다’는 응

답은 35.3%였다. ‘많다’ 또는 ‘매우 많다’는 9.8%에 그쳤다. 참

Table 1. School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N=5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wnership Public
Private

 8 (15.7)
43 (84.3)

Location Seoul
Kyunggido
Kangwondo
Chungchungdo
Kyungsangdo
Jeollado

 7 (13.7)
4 (7.8)
4 (7.8)

14 (27.5)
16 (31.4)
 6 (11.8)

School systems College of nursing
Division of nursing
Department of nursing

15 (29.4)
3 (5.9)

33 (64.7)

Enrollments
(# of students)

30~65
66~80
81~160
161~471

12 (24.0)
14 (28.0)
13 (26.0)
12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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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chool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related to Gerontological Nursing Education (N=5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Classification Required
Electives
Liberal arts

16 (31.4)
34 (66.6)
1 (1.9)

Credits (lecture & practicum) 1
2
3
4

 9 (17.6)
26 (50.9)
12 (23.5)
4 (7.8)

Lecture credits (n=39) 1
2
3
4

 6 (15.3)
31 (79.5)
1 (2.0)
1 (2.0)

Placement of lecture (n=49) Freshman
Sophomore
Junior
Senior

1 (2.1)
4 (8.2)

14 (28.5)
30 (61.2)

Practicum credits (n=24) 1
2

18 (75.0)
 6 (25.0)

Placement of practicum (n=24) Sophomore
Junior
Senior

1 (4.2)
 6 (25.0)
17 (70.8)

Gerontological nursing credits are Very few
Few
Moderate
Many
Too many

1 (2.0)
27 (52.9)
18 (35.3)
4 (7.8)
1 (2.0)

Gerontological nurse practitioner program Yes
No

17 (33.3)
34 (66.7)

Status of gerontological nursing educators Full-time faculty
Lecturer
Others
Full time faculty & lecturer

45 (88.2)
2 (3.9)
1 (1.9)
3 (5.8)

Teaching subjects except for gerontological nursing 
by the professors who teach gerontological nursing

Adult nursing
Fundamentals nursing
Biological nursing science
Health assessment
Community nursing
Nursing management
Maternity nursing
Psychiatric nursing
Etc.

23
18
8
7
6
3
1
1
7

여 대학에 노인전문간호사 과정이 개설된 곳은 33.3%(n=17)

로 나타났다. 노인간호학 담당자가 전임 교원인 경우는 88.2 

%로 높았으나 노인간호학 담당자는 노인간호학 외에도 아동

간호학을 제외한 국가고시 교과목과 간호정보, 간호연구, 영

적간호, 문화와 간호, 통계학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

3. 노인간호학 담당자의 노인간호학 발전을 위한 제언

이 연구에 참여한 노인간호학 담당자에게 복수 응답이 가

능한 개방형 질문으로 노인간호학 발전을 위한 제언을 조사하

였다. 응답 결과는 노인간호학 교육의 이론과 실기, 노인간호

학 연구에 대한 것으로 분류되었다(Table 3). 먼저 노인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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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xperts Participants' Comments for Improving Gerontological Nursing Education Environments (N=2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eral education 
related

Developing educational objectives in lecture and practicum
Developing standardized education materials
Included in national examination for registered nurses
Placing gerontological nursing subjects as required
Integrated in each nursing subject
Operating gero-specific programs
Guaranteeing certain credits for gerontological nursing

7
7
7
5
1
1
2

Lecture related Developing and applying effective teaching methods for gerontological nursing education 1

Practicum related Promoting educational environments for gerontological nursing
Approving volunteer work hours at nursing facilities for practicum
Establishing practicum criteria pertinent to practicum environments
Changing perspectives in practicum sites
Providing aging simulation

1
1
1
2
1

Research related Establishing needs and roles of gerontological nursing & GNP
Policy making for applying education and research outcomes in fields
Political research considering physiological changes of aging
Developing nursing intervention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aging
Developing programs which could utilized in gerontological nursing practice
Developing positive & rational perspectives
Improving quality of life of older adults
Enhancing self-care, health promotion and prevention of older adults
Operating university affiliated institutions for older adults
Vitalizing interdisciplinary research teams

3
2
2
2
2
2
1
1
1
1

학에 대한 전반적 의견은 노인간호학 이론과 실습의 교육 목

표, 학습 목표, 성과 지표 및 교재를 개발하여야 한다는 것과, 

노인간호학이 독립된 교과목으로 간호사 국가고시에 포함되

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전공 분류에 대한 의견에서는 간호학 

교과 과정에 노인간호학이 전공 필수 과목으로 개설해야 한다

는 의견과 노인간호학 학점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

되었다. 노인 관련 특별 프로그램 운영을 제시한 전문가도 있

었다. 또 노인간호학 이론 교육과 관련하여 노인간호학을 효

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교수법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노인간호학 실습 교육은 노인간호학 실습지에서 노

인간호학 실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

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우리나라 실습 교육 환경을 고려한 

실습지 선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그밖

에 노인 실습 교육에 노인 체험을 포함하고 노인 시설의 자원

봉사 시간을 노인간호학 실습 학점에 반영하자는 의견도 있

었다. 마지막으로 노인간호학 연구는 노인 정책, 간호중재 개

발 및 적용에 노인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중점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학제간 교류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다. 

논 의

1860년 6월 영국 세인트토머스(St. Thomas) 병원에서 의

학으로부터 독립되어 시작된 간호 교육(Lee, 1995)은 간호 

학문 및 보건의료의 발전과 함께 변화와 조정을 거치면서 지

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1981년 노인간호학 교

과목이 처음 개설된 후 30년이 지나 이제는 간호 교육에서 노

인간호학의 자리매김을 더욱 확고히 하여야 할 시기이다. 즉 

간호 교육은 양질의 노인간호학 학습을 제공하여 간호 학생들

이 노인 및 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갖추고 노인 간

호 대상자의 다양하고 고유한 요구에 부응하는 지식과 기술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 4년제 대학에서 노인

간호학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노인간호학 교육 수

준 향상을 위한 제언과 노인간호학 교과 과정 운영 현황을 파

악하고자 이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 참여한 노인간호학 담당자들이 제시한 노인간호

학 발전을 위한 방안 중 특히 초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노인간

호학이 국가고시에 독립적인 교과목으로 편성되어 각 대학 교

과 과정에 전공 필수 과목으로 개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러나 분석 결과 참여 대학 51개 중 노인간호학이 전공 필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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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으로 개설된 곳은 31.4%에 그쳤으며 1개 학교는 아직도 교

양 과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 미

국 조사 결과 노인간호학 교과목 개설 학교의 80%가 필수 교

과목인 것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이다(Berman et al., 2003). 

또 전공 필수 과목으로 개설되던 학과(부) 또는 간호대학에서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제시한 교과 과정 내 전공 교과목의 총 

학점 이하를 맞추기 위해 국가고시 교과목에 포함되지 않은 

노인간호학을 전공 선택 과목으로 전환한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노인간호학 이론과 실습의 연계와 관련하여 참여 대학 과반

수는 노인간호학 이론 수업만 개설하고 있었다. 이는 노인간호 

실습이 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긍정적 태도를 

갖게 하는 주요인임을 고려할 때(Shin, Suh, & Lee, 2006; 

Berman et al., 2003) 노인간호학의 이론과 실습의 병행이 필

요하다고 본다. 이때 노인에 대한 태도는 문화,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Sőderhamn, Lindencrona, & 

Gustavsson, 2001) 우리나라 학생들과 간호사의 노인에 대

한 태도를 연령과 성별에 따라 알아보아 이를 이론 및 실습 자

료로 활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노인간호학 실습 과

목을 개설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 성인간호학을 기준으로 제

시된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실습지 기준을 충족하는 실습지 확

보의 어려움과 노인간호학 교과목 학점 확보의 어려움 등 다

양하며, 이 문제 역시 노인간호학이 국가고시에 교과목으로 

편성된다면 노인간호학 실습 교육의 정착을 촉진할 것이다. 

또 노인간호학 실습을 병원 실습에만 한정하지 않고 노인 체

험 센터, 노인 관련 시설 봉사 활동 시간의 실습 학점 반영 등 

노인간호학의 특성을 고려한 교과 과정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

견도 제시되었다.

노인간호학의 학점과 시수는 ‘매우 부족’ 또는 ‘부족하다’

고 응답한 전문가가 과반수였다. 노인간호학회 이사회의 권

장 학점은 이론 2학점과 실습 1학점(3시수)이며 이의 실현을 

위해서 표준 교과 과정의 개발, 관련 전문가 공청회, 국외 학

점 검토 등이 진행되어야 한다. 노인간호학 이론 수업이 개설

되는 시점은 4학년 56.8%, 3학년 27.4%로 3, 4학년에 집중되

어 있고 노인간호학 실습 수업도 3, 4학년에 주로 개설되고 있

으나 약 10% 미만은 1, 2학년에 개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간호학 실습 학점을 제시한 학교는 응답학교 51개교 중 

24개교로 무응답을 고려하더라도 참가 대학의 과반수는 실습

을 개설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노인 환자가 급증하

는 임상현장을 고려할 때(KIHSA, 2010), 노인간호학 실습 교

과목의 개설이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개설 시기는 노인간호

학은 간호학 개론, 기초간호학, 기본간호학, 건강 사정 등이 

선수 과목이 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3, 4학년에 개설되는 것이 

적정하고 교육 효과도 높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전문

가 의견 수렴, 국외 사례 검토 등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노인간호학 교육의 수준 향상을 위해 문헌에서 

제기된 개선점 중 하나는 노인간호학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

(Yun, 2008)와 석사 과정의 개설(Rosenfeld et al., 1997)이

다. 이와 관련하여 눈여겨보아야 할 분석 결과는 노인간호학

을 담당하는 교원 또는 강사가 노인간호학 외에 성인간호학, 

기본간호학, 간호관리학, 정신간호학, 모성간호학 등 간호학 

전 분야에 분포하고 있는 현상이다. 이는 노인간호 전문 영역

의 확보 이전에 노인간호학 교수자 스스로 노인의 특성과 요

구도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와 연결된다. 이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노인간호학 발전 

방안 중 하나가 노인에게 적합한 간호중재법, 자가 간호, 건강 

증진, 재활에 대한 연구, 나아가 이를 적용한 양질의 노인간호 

시설 운영, 학제간 연계와 교류 활성화이다. 미국 사례를 살펴

보면 하트퍼드 연구소 등 노인간호학 연구 기관에서는 노인간

호학 표준 교재 개발 및 교육을 통하여 노인간호학 교육 전문

가 집단의 육성 및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Berman 

et al., 2003). 

석사 과정의 개설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노인전문간호사 

과정이 석사 과정에 개설되어 있으므로 이 과정의 지원 자격

에 노인간호학을 선수 과목으로 선정하는 방법도 노인간호학

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종합하면 노인간호학 발전을 위해 

노인간호학 담당자는 노인간호학 전공자와 노인간호학과 관

련된 훈련과 연구에 집중하는 전문가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또 노인간호학 을 석사 과정 선수 과목으로 정하여 대학

원 교육과 연계함으로써 노인간호학의 정착과 학문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노인간호학회가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결 론

개인주의와 성과주의가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노인의 성공

적 노화는 이전에 비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여 

노인간호의 수준도 지속적으로 향상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

인간호학이 국내 간호 교육 교과 과정에 포함된 지 30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노인간호학 표준 교과 과정조차 개발되지 못한 

상황이다. 연구결과 노인간호학 교육을 위해 표준 교과 과정 

개발에 대한 전문가의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 노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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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정적 시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노인간호학 실습 교육은 

실습 학점과 실습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노인간호학 전문가들이 통찰력, 공감, 책임 의식을 

가지고 노인간호학을 전공 필수 교과목으로 정착시키고, 이

론과 실습 학점을 적정하게 확보하며, 노인간호 전문가 집단

을 통해 표준 교과 과정을 개발, 적용, 평가하는 노력을 지속

하여 최적의 노인간호학 교육을 제공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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