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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동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노인을
대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2014년 5월 20일부터 6월 15일까지
B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2개 간호학과 2, 3, 4학년 학생 266명을 편의표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의 차이는 학년, 노
인관련 교과목을 수강한 경험, 태도의 차이는 알고 지내는 노인 여부, 노인관련 교과목을 수강한 경
험에서, 행동의 차이는 알고 지내는 노인 여부, 노인관련 교과목을 수강한 경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가족사회적 지식은 신체생리적 지식, 심리적 지식과 태도는 심리적 지식, 가족
사회적 지식과 행동은 태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상관관계가 있었다. 노인에 대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태도로 나타났으며 31%를 설명하였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을 간호할 간호사
의 역할이 점점 강조될 것이므로, 간호대학생들이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노인을 이해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핵심어: 노인, 지식, 태도, 행동, 간호대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of
the elderly and factors affecting the behavior treating the elderly. 266 nursing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data was analyzed with SPSS 20.0 program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Scheffe's test,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A score of 0.57 out of 1 for
the level of knowledge, a score of 2.69 out of 4 on the attitude, and 3.6 points on a 4 points on behavior
towards the elderly.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family social knowledge and
physiological knowledge, psychological knowledge, between attitude and psychological knowledge, family
social knowledge, between attitude and behavior. Attitude explained 31% of the variance in behavior. With
an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because the emphasis of getting the role of nurses to care for the
elderly, nursing college stud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ograms that can provide a variety of
opportunities to understand the elderly have a positive perception of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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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2012년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11.8%로 1970년 3.1%에
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24.3%, 2050년 37.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
노인들은 오래 사는 만큼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성퇴행성질환이나 신체 기능
저하 등 많은 문제와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또한 노인을 돌보는 가정은 부양부담으로 인
하여 가족의 위기감이 초래되며[2], 국가적으로는 노년부양비가 2014년 17.3%, 2030년 38.6%, 2050
년에는 71.0%로 예상하고 있다[1]. 이와 같은 노인부양부담과 노년부양비 증가는 노인에 대한 부정
적인 고정관념과 편견 등을 가지게 한다[3]. 또한 노인들의 건강문제는 대부분 만성질환이라 치료
보다는 장기요양이나 관리 등의 간호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키고 있다[4]. 따라서 앞으로 노
인전문병원 및 지역사회의 여러 보건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수가 증가할 것이고[5], 노인관련
의료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수요와 역할의 중요성이 점점 더 증대될 것이며 특히 다른
분야의 인력보다도 간호사의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노인간호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는 실제 의료기관 및 현장에서 노인환자와 그 보호자
를 직접 대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접간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간호제공자인 간호
사는 환자가 최상의 적정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 대한 정보와 관련지식을 갖추고 있어
야 하는데, 특히 노인에 대한 편견과 지식의 결여는 노인간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6].
따라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을 돌보는 보건의료인력들이 의미 있고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7].
이처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들의 공통된 욕구를 인식하고 노인을 이해하는 지식과 태도
는 점점 더 그 중요성의 강조되고 있으나 노인들의 실제 지위가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즉 인구사회학적 측면의 뚜렷한 변화의 양상에도 불구하고 노인
차별주의로 알려진 부정적인 사회적 태도에 노인들이 노출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8].
노인보건의료에 있어서 전문적인 간호실무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 노인간호의 질을 향상시키
기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지식 습득과 교육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노인에 대한 지식수준은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9], 노인에 대한 간호서비스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10].
Courtney 등(2000)[11]은 노인에 대한 간호사들의 부정적인 태도는 노인이 받는 간호의 질에 심

각한 영향을 미치며 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이 태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설명하였다.
현재 대학생들은 고령화 사회에서 청 장년층을 형성하여 고령화 사회 핵심 구성원으로서 노인 문
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을 지는 세대가 될 것이므로 이들의 노인 부양 의식, 노인에 대한 지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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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노인을 대하는 행동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12].
인간의 행동은 부모로부터 관찰가능한 신체적 행동뿐만 아니라 사고나 인지과정같은 정신적 행
동까지 포함하며 행동은 태도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으며 태도와의 관계를 통해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13]. 간호학생이 노인에 대해 갖는 부정적인 태도는 교육과정에서의 부정적인 영향
일 수 있으며[14], 이것은 간호학생이 노인을 대하는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되고[15], 간호사가 되어
노인간호분야에 종사하는 것을 꺼리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시기에 노인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늘어나는 노인간호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노인간호의 질적인 향상이 필요하다.
간호대상에 대한 올바른 행동이 질 높은 간호의 기본이라고 할 때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
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을 파악함으로써 노인간호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초자료
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인식, 태도 및 행동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노인을
대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B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2개 간호학과의 간호대학생 2, 3, 4학년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 총 300명을 편의표집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Cohen의 검정력 분석을
근거로 G power 3.1.3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 필요한 중간정도의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통
계적 검정력 .80, 예측변수 13개로 산정한 결과 131명의 표본수가 산출되었으며, 본 연구의 대상자
수 300명은 연구에 필요한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5월 01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자가 2개 대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구두 허락을 받은 후, 연구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 연구 참여자의 권리, 익명성 보장에 대해 본 연구자가 직접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후에도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며,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장되고 본 연구의 자료는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됨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서면동의서와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는 연구자가 직
접 회수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10-15분 정도였다.
총 300부의 자료를 배부하였고, 그 중 부적절한 응답을 하였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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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고 총 266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1) 노인에 대한 지식

노인에 대한 지식 정도 측정도구는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편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Palmore(1998년)[6]에 의해 수정, 보완된 True-False Version의 Fact on Aging Quiz(Part-1:FAQ-1)

를 이춘자(2003)[16]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25문항으로 노인의 신
체-생리적(11문항), 심리적(6문항), 가족사회적(8문항) 측면에 대한 내용으로 각 문항에 대해 ‘그렇
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로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점수부여는 문항별 정답 1점, 오답과
모르겠다 0점으로 지식정도 총점은 0-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
발당시 이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712였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767이
었다.
2) 노인에 대한 태도

이춘자(2003)[16]가 사용한 도구를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노인의 성격특성 8문항, 노인의 정서적
특성 7문항, 노인의 가족관계 3문항, 노인의 신체적 특성 4문항, 노인의 자기관리 능력 3문항, 노인
의 판단 능력 2문항, 노인의 사고방식 특성 3문항의 총 30문항을 분류하여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이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872였고, 본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93이었다.
3) 노인에 대한 행동

노인에 대한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원영희(2004)[17]가 개발한 노인에 대한 행동 척도를 사용하
였다. 도구는 17개의 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하여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매우 그렇
다’는 4점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자들은 개인이 노인을 대하는 행동에 따라 각 문항에 대해 답
을 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를 역코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17점 가장 부정적
인 행동에서 68점 가장 긍정적인 행동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 .822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77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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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코드화한 후 SPSS Win 21.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
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동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이용하였

고 Scheffé 다중비교검정으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3)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동은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4)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동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5) 노인을 대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동의 차이
연구대상자는 여학생이 250명(94.0%)으로 남학생보다 많았고, 2학년 63명(23.7%), 3학년 85명
(32.0%), 4학년 118명(44.4%)이었다. 종교는 없다가 159명(59.8%), (외)조부 생존 여부는 있다가 211

명(79.3%), 고향은 특별시, 광역시가 177명(66.5%)으로 가장 많았다. 조부모님과 산경험은 살아본
경험 없다가 126명(47.4%), 알고 지내는 노인 있다가 142명(53.4%)이었으며, 노인관련 교과목을 수
강한 경험이 있다가 139명(52.3%), 노인대상 자원봉사 경험을 한적이 있다가 222명(83.5%)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의 차이는 학년(F=4.177, p=.016), 노인관련 교과목을 수강
한 경험(t= 2.413, p=.017)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노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알고 지내는 노인 여부(t=2.641, p=.009), 노인관련 교과목을 수강한 경험에(t=2.172, p=.031) 따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노인에 대한 행동의 차이는 알고 지내는 노인 여부(t=1.960,

p=.050), 노인관련 교과목을 수강한 경험(t=2.006, p=.047)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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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반적 특성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동의 차이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of Knowledge, Attitude & Behavior of Elderly Based
on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
cs
Sex
Grade
Religion
Whether
grandparents
alive

Hometown

Live
experience
with
grandparents
By getting
to know the
elderly
Elderly-relat
ed training
Target
elderly
Volunteer

Division

N(%)

Female
Male
Seconda
Thirdb
Forthc
Yes
No
Yes

250(94.0)
16(6.0)
63(23.7)
85(32.0)
118(44.4)
107(40.2)
159(59.8)
211(79.3)

No

55(20.7)

Knowledge
F or
Mean
t(p)
±SD
Scheffé
test
.57 ± .10
-1.203
.60 ± .08
(.230)
.58 ± .07
4.177
.56 ± .07
(.016)
.59 ± .08
.56 ± .10
-1.022
.58 ± .10
(.308)
.57(.10)
-.380
(.705)
.58(.11)

Metropolitan

177(66.5)

.58(.10)

City
County,
town
Experience
living in the
past
Live
together
No live
experience
Yes

2.284
(.104)

Attitude
F or
Mean
t(p)
±SD
Scheffé
test
3.36(.39)
.318
3.33(.26)
(.751)
3.34(.39)
.566
3.35(.37)
(.568)
3.36(.38)
3.36(.38)
.182
3.35(.38)
(.856)
3.37(.39)
1.112
(.267)
3.31(.33)

(N=266)
Behavior
F or
Mean
t(p)
±SD
Scheffé
test
3.05(.37)
1.773
3.12(.31)
(.440)
3.08(.31)
.429
3.03(.41)
(.652)
3.07(.37)
3.07(.34)
.523
3.05(.39)
(.602)
3.07(.36)
1.241
(.216)
3.00(.38)

3.37(.39)

3.05(.37)

76(28.6)

.56(.11)

13(4.9)

.54(.10)

3.32(.35)

3.07(.32)

115(43.2)

.56(.11)

3.38(.39)

3.08(.35)

25(9.4)

.60(.09)

126(47.4)

.58(.09)

142(53.4)

.57(.10)

No

124(46.6)

.58(.10)

Yes
No
Yes

139(52.3)
127(47.7)
222(83.5)

.59(.08)
.56(.08)
.57±.10

No

44(16.5)

.59±.09

1.978
(.140)

3.33(.36)

.477
(.621)

3.449.44)

1.484
(.229)

3.32(.35)
-.874
(.383)
2.413
(.017)
-1.662
(.098)

3.42(.37)
3.29(.38)
3.41(.40)
3.31(.35)
3.36±.38
3.33±.38

3.07(.37)

3.09(.35)

.117
(.890)

.995
(.371)

3.02(.38)
2.641
(.009)
2.172
(.031)
.582
(.561)

3.10(.35)
3.01(.38)
3.10(.03)
3.01(.03)
3.07±.36
3.00±.41

1.960
(.050)
2.006
(.047)
1.156
(.249)

3.2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동
연구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정도는 평균 1점 만점에 .57점이었고 하부영역별로 신체적 지식
.79점, 심리적 지식 .48점, 가족사회적 지식 .42점로 나나타났다. 노인에 대한 태도는 평균 4점 만점

에 2.69점으로 나타났고, 노인에 대한 행동 점수는 평균 4점 만점에 3.06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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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동
[Table 2] Knowledge, Attitude & Behavior of Elderly
Variables
Mean ± SD
Minimum
Knowledge
.57±.10
.32
physical knowledge
.79±.12
.36
psychological knowledge
.48±.20
.00
.42±.16
.13
family social knowledge
Attitudes
2.69±.38
1.86
Behavior
3.06±.37
1.82

Maximum
.80
1.00
1.00
.88
3.74
3.94

(N=266)
Range
.48
.64
1.00
.75
1.88
2.12

3.3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동간의 상관관계
가족사회적 지식은 신체생리적 지식(r=.164, p=.007), 심리적 지식(r=.225,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상관관계가 있었고, 태도는 심리적 지식(r=.313, p<.001), 가족사회적 지식(r=.224, p<.001)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상관관계가 있었다. 행동은 태도(r=.559,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3).
[표 3]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동간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among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Physical
Psychological
knowledge
knowledge
Category
r(p)
Psychological
.065(.292)
1
knowledge
Family social
.164(.007)
.225(<.001)
knowledge
Attitude
.053(.392)
.313(<.001)
Behavior

-.004(.946)

.083(.175)

(N=266)
Family social
knowledge

Attitude

1
.224(<.001)

1

.022(.723)

.559(<.001)

3.4 연구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을 대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태도 및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알고 지내는 노인 유무와 노인관련 교과목 수강 여
부를 회귀분석 식에 투입한 후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가 회귀분석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회귀모형의 가정을 검정, 잔차도표에서 등분산성이 확인되었고,
Durbin-Watson 통계량이 1.890으로 독립성 가정을 만족하였다. 공차한계(Tolerance)가 .960-.980로
0.1 이상이고, 분산팽창인자(VIF)는 1.021-1.042로 10보다 작아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에는 문

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가정은 충족되었다. 노인을 대하는 행동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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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변수는 태도(β=.414, p<.001)로 나타났으며, 행동을 31% 설명하였다(Table 4).
[표 4] 노인을 대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4]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the Affecting the Behavior of Elderly
Variables
B
SE
β
t(p)
Adj R2
10.512
Attitude
.534
.051
.548
.308
(<.001)

(N=266)
F(p)
40.315
(<.001)

4. 논의
노인에 대한 지식 점수는 평균 1점 만점에 .57점으로 나타나 노인 관련 교과목에서 노인의 신체
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가족적인 변화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이 필
요하다고 본다.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는 5점 만점에 2.69점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노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 다른 연구와 유사한 결과였
다. 그러나 본연구와 같은 원도구를 사용하여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귀분 등(2007)[18]의 연구에
서의 4점 만점의 2.71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노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알고 지내는 노인 여부와
노인관련 교과목 수강한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아기(2013)[19]
의 연구에서도 노인관련 교과목을 수강한 경우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나타낸 결과와 같
았다. 교육을 통한 인지과정의 변화가 개인의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노인관련 교육이나
실습 등이 학생들이 노인을 대하는 태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
여진다. 또한 알고 지내는 노인이 있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결과가 나타나 김명
희(2011)[20]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였다. 노인에 대한 태도는 노인과의 접촉과 경험의 질이 중요하
므로 단순히 봉사시간을 채우기 위한 자원봉사가 아닌 의미 있는 노인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밖에 노인관련 특성 중 현재 및 과거 노
인과의 동거여부와 자원봉사활동은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
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명희(2011)[20]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고 Erdemir 등(2011)[21]의 연구에서
노인과 함께 산 경험이 있는 경우 태도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노인에
대한 행동 점수는 3.06점으로 나타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명희(2011)[20]의 연구에서의 3.38
점보다는 낮고,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현정(2006)[22]의 연구에서 2.39점, 최성숙(2007)[23]
의 연구에서의 1.69점, 김선주(2014)[24]의 연구에서 2.03점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치
위생과 학생보다 간호학과 학생들은 교과과정 중에 노인간호학 과목이 있거나 임상실습에서 직접
노인환자를 대하는 기회가 많아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태도는 심리적 지식, 가족사회적
지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상관관계가 있었다. 행동은 태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상관관계가
있었다. 이은자와 강익화(2006)[25]의 연구에서는 지식과 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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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나, 양야기(2013)[19], 김귀분 등(2007)[18]의 연구에서는 지식
과 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다른 결과를 나타냈
으며, 이정화 등(2011)[26]의 연구에서는 심리영역의 지식과 태도, 태도와 행동간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정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간호학생을 대상
으로 한 김명희(2011)[20]의 연구에서는 총지식과 태도, 총지식과 행동, 태도와 행동 간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한편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김선주(2014)[24], 강현정(2006)[22]의 연구에서는 지식과 태도에서만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고, 최성숙(2007)[23]의 연구에서는 태도와 행동에서만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노인에 대한 태도로 나타났고, 이정화 등(2011)[26]
의 연구에서도 노인에 대한 태도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따
라서 노인에 태도가 긍정정일수록 노인을 대하는 행동도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미래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들에게 체계적인 노인교육을 물론이고 노인과의 관계를 긍정적
으로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 노인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노인 환자의 간호만족도 및 간호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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