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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노인부양의식을 탐색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을 위해 2011년 5월에서부터 6월까지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충청도에서 전문대학을 
포함한 4년제 대학과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7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이중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702명의 학생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의 노인부양
의식 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4.05점으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연령, 노인과의 긍정적인 동거경험, 노인관련 자원봉사경험,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에 대한 신체적·생리적 
지식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
한 논의와 노인부양의식의 고취를 위한 사회복지적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노인부양 의식, 노인에 대한 긍정적 동거경험, 노인관련 자원봉사경험, 노인에 대한 지식, 노인에 대한 태도

Abstract  This study is to understand how experiences of, knowledge of, and attitude toward the aged affect 
consciousness of supporting the aged among students of social welfare. 702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at university in the capital and regional area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from May to June, 2011. The result 
revealed that there are factors affecting consciousness of supporting the aged such as their attitude, physical ad 
physiological knowledge, and volunteer experiences and positive experiences in cohabitation with the aged.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it is expected that the outcome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promote the students’ 
consciousness about supporting the aged.
 
Key Words : consciousness about supporting the aged, attitude toward the aged, volunteer experiences, 

knowledge of the aged, experiences associated with the 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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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 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에, 그리고 2026년에는 고령화 사

회에 진입할 것으로 측되고 있다[41]. 우리나라의 고령

화 문제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단계로 어든다는데 있

다. 이와 더불어 근  산업화의 발달이 도시화와 핵가족

화라는 외형  변화를 가져왔고, 후기산업사회로의 이행

과정에 따른 변화와,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가족주의  가치 의 변화로 말미암아 통 으로 

가족이 담당해왔던 역할의 상당부분이 사회로 이양되고 

있다는 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가부장 인 확 가족

제도에서 당연시 되어오던 가족의 노인보호기능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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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실제 으로 통계청이 사회조사를 통해서 부모부양에 

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40, 42], 노인부양의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만 13세 이상의 응답자 

 ‘노인은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8.3%로 나타나, 통사회에서 장남이 부모를 모셔야 한

다는 부양의식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2005년도 자료에서 노인 부양은 ‘가족이 담해야 한다’

는 의견이 60.7% 던 것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

이다. 그리고 2010년 자료에서 ‘가족과 정부, 그리고 사회

의 공동책임’이라는 의견이 37.8%, 그리고 ‘노인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18.4%로 나타난 것을 볼 때, 노

인에 한 사회  부양에 한 논의가 공론화되기 시작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지만 이와 같은 논의에도 불

구하고 가족에 의한 부양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측되고 있다. 서구의 자유주의국가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가족주의 국가, 선도 으로 발달된 복지국가 체제를 갖

추고 노인에 한 공  부양을 펼쳐왔던 사민주의 국가

들에서 조차 노인부양에 있어 가족부양자를 동반자 는 

의무자로 생각하여 노인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이를 반

증하고 있다[49]. 이 듯 가족이 지닌 노인부양기능과 이

에 한 의식이 약화되고 있으며, 게다가 선진국에 비해 

공 부양체계가 미흡한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부양 문제

의 심각성은 날로 증가될 것으로 상되며, 특히 노인과 

이들에 한 부양부담을 안고 있는 가족에 한 개입의 

필요성이 두될 것임은 분명하다.

국내에서 노인부양에 한 연구는 지속 으로 실행되

고 있으며, 특히 아동, 청소년, 학생, 주부 등 다양한 세

별로 부양의식수 을 탐색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

다[14, 16, 34, 11, 3]. 한 일본과 국을 포함한 동아시

아 국가와 한국 학생의 부양의식 수 을 비교하는 연

구도 진행되고 있다[12, 15, 33]. 흥미로운 은 기존 연구

들이 노인들의 경우 경제  안정을 가장 요하게 생각

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경우는 경제  부양보다는 서비

스  부양을 보다 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지

하면서 세  간 부양의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고하

고 있다는 이다[21, 39, 17]. 이와 같은 결과에 근거할 

때, 고령사회 노인문제의 핵심은 증하는 노인 인구와 

이들의 노화에 따른 다양한 욕구 변화에 하게 응

하지 못하는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노인부양주체를 담당할 학생

들의 부양의식을 연구하는 것은, 노인에 한 부양의식

은 실제 부양행동에 가장 크게 작용한다는 연구결과에서

도 알 수 있듯이[5], 실제 인 노인부양행동을 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노인부양의식의 고취

는 노인부양문제를 해결하기 한 선행조건이라는 에

서 그 요성을 갖는다. 그리고 노인인구의 팽창과 함께 

노인복지 장에서 일하게 될 사회복지사의 수요 역시 지

속 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사회복지 공 학생들의 노인에 한 태도, 지식, 

경험이 노인부양의식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

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생들의 가치  변화에 따른 부

양기능의 쇠퇴가 노인부양문제의 핵심을 이룬다는 

에서, 사회복지 공 학생들의 노인부양의식을 살펴보고, 

특히 노인에 한 태도, 지식, 경험이 이들의 노인부양의

식에 미치는 향을 탐색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그리

고 이를 토 로 바람직한 노인부양 복지 책수립의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노인부양과 노인부양의식

노인부양의식이란 부모에 한 의무 보호부양과 경제

 지원을 포함하는 자녀의 성숙된 부양태도 는 노부

모의 복지유지를 지원하기 한 개인  의무감으로 노부

모를 부양하고 보호하려는 의무와 의지를 말한다. 즉 노

인부양의식은 경제 ·정서 ·신체  환경이 열악한 노인

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의지라고 할 수 있다[25, 

24, 26, 44, 51].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는 유교 인 가치를 

시하고 통 인 확 가족 구조 안에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고 지극히 바람직한 문화라

고 여겨왔다. 그러나 사회의 격한 변화에 의해 부

양가족은 물론 노인 자신도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

다. 이러한 변화는 세 별 부양의식수  실태에 한 연

구를 통해서 설명되고 있다. 부양의식수 을 비교한 연

구들에 의하면, · ·고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들의 경

우에는 경제  부양의식과 서비스 부양의식이 비교  높

은 반면, 정서  부양의식은 낮게 나타났으며[28, 1], 노

동시장 참여 여성의 경우에는 취업활동에 한 제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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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노인부양에 한 심리  부담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3]. 노인을 모시고 있거나 

모신 경험이 있는 년남녀 주부양가족을 상으로 조사

한 연구에서는 형제순 와 성별에 따라 부양의식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32]. 즉 장남이거나 외아들일 경우 부모

부양에 해 정 이었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경제 부

양이나 서비스  부양보다 정서  부양을 제공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생의 노인부양의식은 

상 으로 높은 수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  부

양의식이나 정서  부양의식에 비해 서비스  부양의식

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18]. 이러한 결과는 경

제  부양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던 과거의 연구들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1, 29, 36, 37], 이를 통해 변화된 부

양의식 실태를 악할 수 있다.

2.2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반 으로 노인부양의식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는 성별, 출생순 , 성장지역, 경제수  등의 개인  특

성, 가족형태, 가족친 성, 가족의사소통, 부양형태 등의 

가족특성, 노인에 한 태도 등이 지 되고 있다[35, 3, 

7]. 그러나 이러한 결과들은 연구 시 이나 연구 상, 가

족환경  사회변화에 따라 각각 상이한 으로 나타

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에 한 태도요인

과 지식요인, 노인 련 경험요인을 심으로 이들 요인

이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노인에 대한 태도 요인

노인에 한 태도는 노인이 가진 성향을 이해하고 노

인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는 이라고 할 수 있으며, 노

인에 한 감정과 사고, 행동방식을 말한다[10, 9]. 

사회에서 노인의 낮은 지 는 ‘노인차별주의’와 련되어 

있으며 노인에 한 부정 인 이미지와 태도를 가지게 

한다. 

그동안 보고된 국내외의 사회복지 공 학생들과 사

회복지사의 노인에 한 태도는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공자 310명을 조사한 연구

에서, 이들의 노인에 한 태도는 약간 부정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4]. 한편 싱가폴의 사회복지 공 학생 201

명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립 인 태도를 보이는 빈도가 

높았고, 이들  5.1%만이 노인 련 직종에 종사하고자 

하 다[47]. 미국 사회복지학과 학원 학생들은 생산성

과 변화에의 응, 독립성, 그리고 낙 성에 있어 부정

인 태도를 보 으며, 학부 학생에 한 연구에서는 이들 

부분이 노인에 해 정 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47, 46]. 

지 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연구들에서는 노인

에 한 태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한 연구가 주

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이와 함께 소수이기는 하나 노

인에 한 태도가 정  일수록 노인부양의식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17, 19].  

2) 노인에 대한 지식 요인

노인에 한 지식은 노인과 련된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단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에 한 명확한 지

식이 없으면 노인에 해 왜곡되고 편 한 선입견이나 

고정 념을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부정확한 지식은 노

인에 한 부정 인 태도를 갖게 하는데 향을 미칠 수 

있다. 노인에 한 지식수 을 측정한 Palmore의 연구에

서, 노년학 공 학생이 일반 학생이나 고등학생에 

비해 상당히 높은 정답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Palmore는 이 연구에서 노인에 한 지식수 을 일 성 

있게 설명하는 변수는 교육수 이라고 하 으며, 이를 

통해 지식제공의 요성을 강조하 다[50]. 노인에 한 

지식은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43, 20], 

연령이 30세 이상인 학생이 나이가 어린 학생층에 비

해 노인에 한 지식수 이 높았다[9]. 한 농어 지역

에서 성장한 학생이 도시지역출신 학생들보다 지식수

이 높았다[20].

3) 노인관련 경험 요인

부양의식에 향을 미치는 노인 련 경험요인으로는 

동거경험, 노인 련 과목 수강경험, 노인 상 자원 사경

험 등이 제시되고 있다. 노인과의 동거경험이 없는 학생

이 노인과 동거경험이 있는 학생보다 서비스  노인부양

의식이 높게 나타나기도 하고[13, 18], 통계 으로 유의미

하지 않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한다[22, 1]. 요한 사실

은 노인과의 동거를 정 으로 경험했을 경우 높은 노

인부양의식을 보인다는 결과이다[8]. 이를 통해 청소년기

나 청년기에 형성된 조부모와의 친 한 계가 노인부양

의식 수 과 직결된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한 

노인 련 과목을 수강한 학생과 노인 상 자원 사경험

이 있는 학생이 상 으로 부양의식이 높은 것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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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되었다[3]. 한편 사회복지 공 교과과정  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는 장실습과 노인부양의식에 련된 

연구는 미흡한 편인데, 간호학과의 경우에는 노인분야 

실습경험이 학생들의 노인에 한 지식을 증가시키고, 

노인과의 정 인 계형성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들

이 보고되고 있다[6]. 이와 함께 사회복지 장실습을 노

인복지 분야에서 경험한 학생들이 노인복지분야 취업에 

해 높은 심을 보인다는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이[27], 노인복지 분야에서의 사회복지 장실습은 노인

에 한 부정 인 태도  고정 념을 완화하는데 도움

이 되고 이는 부양의식에도 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를 토 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분야 실습경

험을 경험요인에 포함시켜 연구를 진행했다.

4) 인구사회학적 요인

청소년이나 학생을 상으로 조사한 기존의 연구에

서는 성별, 연령, 출생순 , 종교, 경제수  등이 이들의 

부양의식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  연

령이 높은 경우[38]와 종교가 있는 경우는[18] 연령이 낮

고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 부양의식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이나 출생순 , 그리고 경제수 은 연구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성별에 따른 부양의식

수 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다고 보고한 연구들이 있

는 반면[1, 37, 13],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양의식이 더 

높다고 보고한 경우도 있다[18]. 마찬가지로 출생순 에 

따른 부양의식수  한 다양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장남이거나 외동의 경우 부양의식이 높게 나타나기도 하

다[1]. 이와 함께 가정의 월수입이 많은 경우[34, 13]

는 하  정도의 수입이 있는 경우에[2] 부양의식수

이 높다는 연구결과와 함께, 경제수 은 부양의식과 유

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21, 30].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 자료 수집은 2011년 5월 19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서울과 충청남북도 지역 4년제 학 4개교 사

회복지학과 학생 350명과 경기도와 충청북도 소재 문

학 사회복지과 학생 267명, 그리고 서울 지역 학부설 

평생교육원 사회복지과 학생 85명을 상으로 실시되었

다. 설문조사는 수업담당 교수가 연구목 과 방법 등에 

하여 설명한 후 수업시간 후에 실시되었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731부 이나 사용이 어려운 자료 29부를 제외

한 총 702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3.2 측정도구 및 조작적 정의

1) 노인부양의식

노인부양의식은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의

지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황정순이 Turkman & 

Longe의 척도를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 다[45]. 이 척

도는 경제  부양, 신체  부양, 정서  부양으로 유형화

되었으며, 각 문항은 5  Likert 척도(매우찬성: 5 , 매우

반  1 )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 수가 3  이상이면 

노인부양의식수 이 높은 편으로 설정되어 수가 높을

수록 부양의식 수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Cronbach's Alpha값은 경제  부양 .797, 신체  부양 

.814, 정서  부양 .818이며 체  Cronbach's Alpha값

은 .896이다. 

2)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에 한 태도는 노인이 가진 성향을 이해하고 노

인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는 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

에 한 태도 척도는 Sanders등(1984)이 개발한 의미분

화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20개의 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문항은 노인을 

표 하는 형용사의 으로 조합되어있다. 각 문항은 7  

Likert 척도(1: 매우 정 , 7: 매우 부정 )로 되어 있고 

최  20 이 가장 정 인 태도를 말하며 최고 140 은 

가장 부정 인 태도를 의미한다. 각 문항의 3,5 에서 4,5

까지를 노인에 한 립 인 태도로 분류하 고 총 

수 70-90 사이가 립 인 태도를 나타내는 범주가 

된다. 그러므로 정 인 태도는 총  70  이하이며 부

정 인 태도는 총  90  이상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

에서 사용된 척도의 Cronbach's Alpha값은 .845이다.   

 

3) 노인에 대한 지식

노인에 한 지식은 노인과 련된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단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에 한 지식을 측

정하기 해서 Palmore가 개발하고 수정보완 한 Facts 

on Aging Quiz PartⅠ(FAQⅠ)을 활용하 다[50]. 이 척

도는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인과 노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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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체/생리 , 심리 , 가족/사회  역이 포함되어 

있다. 이 진술문의 짝수문항은 모두 정답이고 홀수문항

은 모두 오답으로 구성되어있다. 지식총 은 25 이며, 

각 진술문에 하여 마다 맞다(1 ), 틀리다(0 ), 모르겠

다(0 )로 나 어 응답하도록 되어있고 수가 높을수록 

지식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Cronbach's 

Alpha값은 .71이었으나 본 연구에서 활용된 Cronbach's 

Alpha값은 .771로 나타났다. 

4) 노인관련 경험

노인 련 경험을 측정하기 하여 선행연구를 근거

로 노인과의 정  동거경험, 노인 련 과목수강 경험, 

노인 련 자원 사 경험, 그리고 노인복지분야 실습경험

을 노인 련 경험 요인으로 설정하 다. 이들 요인의 경

험여부를 있다, 없다로 응답하게 하 으며 분석 시 1, 0으

로 처리하 다.

5) 인구사회학적 요인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노인부양의식과 련이 있는 

인구사회학  변인들로 확인된 성별, 연령, 출생순 , 종

교, 성장지역, 경제수 을 통제변수로 선정하 다. 

3.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PASW STATISTICS 18.0을 사용

하여 분석하 으며 조사 상자의 특성, 노인부양의식 등

을 악하기 해 빈도분석  평균과 표 편차를 알아

보는 기술  분석을 사용하 다. 독립변수 간 다 공선

성의 존재를 악하고 주요 독립변수와 독립변수 간 

반 인 상 계를 악하기 해 상 분석을 실시하

다. 그리고 노인에 한 태도, 지식, 경험이 노인부양의식

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4. 연구결과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응답자의 일반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분포를 보면 여자가 73.1%로 남자보다 상당히 많았

고, 연령은 20세부터 63세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  

부분이 20 (79.1%) 다. 출생순 는 첫째가 가장 많

고 둘째, 셋째,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기독교

(37.6%), 천주교(11.7%), 불교(11.5%)의 순으로 나타났

다. 성장지역은 도시지역이 83.5%를 유하고 있고, 농

지역이 14.2%로 나타났으며, 경제수 은 400만 원 이상

이 25.5%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299만원(22.6%), 300만

원~399만원(21.2%), 110~199만원(11.6%), 100만원 미만

(6.8%)의 순으로 나타났다. 

회수된 설문 에서 종속변수에 결측 값이 있거나 한 

사례에 다 의 값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여 최종 702사

례가 분석되었고, 이 사례  월 평균 수입은 수입을 기

재한 사례만 분석 되었다.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   분 빈도(백분율) 계

성 별
남 189(26.9) 702

여 513(73.1)

연 령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555(79.1)

50( 7.1)

54( 7.7)

43( 6.1)

702

출생 순

 첫째

 둘째

셋째

외동

기타

307(43.7)

241(34.3)

68( 9.7)

40( 5.7)

46( 6.6)

702

종 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기타

없음

81(11.5)

264(37.6)

82(11.7)

11( 1.6)

264(37.6)

702

성장 지역

농

도시

어

산

기타

100(14.2)

586(83.5)

4( 0.6)

1( 0.1)

11( 1.6)

702

월 평균

수입

100만원 미만

100만원-199만

200만원-299만

300만원-399만

400만원 이상

48( 7.4)

112(17.3)

159(24.6)

149(23.0)

179(27.7)

647

4.2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노인부양의식수준

조사 상자들의 노인부양의식수 은 5  만 에 평균 

4.05 으로 나타났다. 노인부양의식은 척도의 각 문항 

수가 3  이상이면 부양의식수 이 높은 편인 것으로 설

정되어 있다. 이에 근거할 때, 본 연구에 참여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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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1 1 .081 .336** .389** .290** -.017 -.044 .027

2 .081 1 .072 .112 -.026 -.015 .125** .138**

3 .336** .072 1 .729** .188** -.086 -.059 -.086

4 .389** .112 .729** 1 .271** -.041 .099 .054

5 .290** -.026 .188** .271** 1 -.003 -.051 -.010

6 -.017 -.015 -.086 -.041 -.003 1 .215** .206**

7 -.044 .125** -.059 .099 -.051 .215** 1 .275**

8 .027 .138** -.086 .054 -.010 .206** .275** 1

1. 노인과의 정  동거 경험    2. 노인 련 과목 수강 경험

3. 노인 상 자원 사 경험       4 .노인복지분야 실습 경험

5. 노인에 한 태도             6. 노인에 한 신체   생리  지식

7. 노인에 한 심리  지식      8. 노인에 한 가족  사회  지식

공 학생들의 노인부양의식수 이 상당히 높은 편이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노인부양의식수 을 측정한 

다른 연구들과 비교했을 때에도[18, 35, 3] 조사 상자의 

노인부양의식 수 은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3 상관관계 분석

노인부양의식에 향을 미치는 각 독립변수 간 련

성 여부를 살펴보기 해 상 계 분석을 실시하 다. 

모든 변수들 간의 상 계가 .8이하로 나타나 다 공선

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상관관계 분석

4.4 노인에 대한 태도, 지식, 경험이 노인부양

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노인에 한 태도(β=-.259, P<.001), 노인에 

한 신체  생리  지식(β=.138, P<.001), 노인과의 경

험요인  정  동거 경험(β=.97, p<.01)과 자원 사 

경험(β=.124, p<.01), 그리고 연령(β=.099, P<.O5)이 노인

부양의식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 참조). 즉 사회복지 공 학생들의 

태도가 정  일수록, 지식이 많을수록, 노인과의 정

 동거경험과 자원 사경험이 많을수록,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노인부양의식 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노인에 한 직 인 과 

만족스러운 경험이 노인부양의식에 향을 미친다는 것

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복지 공 학생들이 노인

련과목을 수강하거나 실습을 하는 과정에서 노인과의 

다양하고 풍부한, 그리고 정 인 경험이 가능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요구된다.  

<표 3> 노인에 대한 태도, 지식, 경험이 사회복지전공 대학생
의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구분 변인 β t

통

제

변

수

인구사회학 요인

성별 .035 .951

연령 .099 2.239*

출생순 -.041 -.995

종교 .045 1.220

성장지역 .010 .260

경제수 .071 1.920

독

립

변

수

노인 련

경험요인

노인과의 

정  동거 경험
.097 2.603

**

노인 련 

과목 수강 경험
-.008 -.210

노인 상 

자원 사 경험
.124 3.231**

노인복지분야 

실습 경험
.031 .771

노인에 한

태도 요인
노인에 한 태도 -.292 -7.510***

노인에 한 

지식 요인

노인에 한 신체  

 생리  지식
.138 3.639

***

노인에 한 

심리  지식
.036 .898

노인에 한 

가족  사회  지식
-.003 -.069

R2 .428

F 10.040***

*p< .05,  **p< .01, ***p< .001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사회복지 공 학생의 노인에 한 태도, 

지식, 경험이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향을 악하는데 

그 목 이 있다. 분석결과는 첫째, 노인에 한 태도가 

정 일수록 노인부양의식수 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둘째, 지식요인  노인에 한 신체  생리  

지식이 많을수록 노인부양의식에 유의미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에 한 정 인 동거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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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자원 사경험이 많을수록 노인부양의식수 이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연령이 노인부양의

식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 로 사회복지 공 학생의 

노인부양의식 고취를 한 정책 ·실천  제언 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노인에 한 태도와 지식이 노인부양의식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에 근거할 때, 노인에 한 올바

른 지식함양과 정 인 태도 습득을 지원할 수 있는 방

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노인에 한 정 인 태도를 해서는 노인에 한 

지식습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처럼[31, 

46, 43, 9], 학생들의 정 인 태도변화를 해서는 노인

련 수업의 다양화와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즉 교육을 통한 정  태도의 함양은 노인부양의식수

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노인과의 정  동거 경험이나 자원 사 

경험이 부양의식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노

인과의 계와 경험의 질이 노인부양의식에 요한 향

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노년기 가족 계는 가족과 

맺은 계의 연속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가정에서 노

인과 학생이 좋은 계를 맺고 정 인 경험을 할 수 있

도록 지지할 수 있는 교육방안과 로그램이 개발되어 

보 되는 것은 학생의 노인부양의식에 향을  것으

로 사료된다. 

이와 함께 노인 련 자원 사 활동에 학생들이 극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 련 자원 사 활

동 처  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들의 자원 사를 지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자원 사 실천

장에서는 자원 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체계

인 로그램을 제공하며 슈퍼바이 의 지도를 통하여 학

생들이 노인과의 직 인 만남을 통하여 보람을 느끼고, 

양질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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