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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의 노인장기요양 분야 취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도
하였다. 연구분석은 SPSS program을 이용하여 t-test, ANOVA,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졸업 학년 간호
대학생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취업의도는 평균 2.8점이었고, 간호대학생의 노인장기요양 분야 취업의도는 노인과 살았던 
경험유무,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의 정도, 가족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관심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취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평소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과 가족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 여부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간호대학생의 노인장기요양 분야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노인과의 상호작용 및 접촉을 통해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한편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 융합 프로그램의 운영이 요구된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노인장기요양, 취업의도, 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factors affecting the long - term care - related 
employment intention of nursing students in graduation grade. The study design was a descriptive 
study. As a result, the average intention of employment at the long - term care institution for the 
elderly was 2.8. It differed according to the experience of living with the elderly, the degree of interest 
in the elderly problem, long-term care benefits for the elderly in the family, and the concern of the 
long - term care insurance system. Therefore, in order to induce nursing college students to work in 
the long-term care field of elderly people, it is necessary to operate various curriculum and 
comparative programs that can get interested in the elderly problem. and long-term car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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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으로 노인수발
에 대한 책임 패러다임이 가족에서 국가로 전환되는 계
기가 되었다[1].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대상자들이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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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
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국가에서는 재가중
심의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
호,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고 있고,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할 수 있는 시설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가
족요양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서비스를 통해 수급자
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시키
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이 대상이다. 2016년 기준 장기요양 수급자는 
97%가 치매, 뇌졸중, 관절염 등의 만성질환을 1개 이상 
가지고 있고, 85%가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이 있어 적절한 
의료 또는 간호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2,3]. 더구나 
치매, 망상, 우울, 분노, 공격과 같은 행동적, 정서적 증상
을 보이기도 한다[4,5]. 이들에게 신체활동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기획하여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질
병을 이해하고 돌볼 수 있는 전문직 의료인의 현장 근무
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2017년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 전문 인력 현황
은 요양보호사 (340,624명), 사회복지사 (18,535명), 간
호조무사 (9,845명), 간호사 (2,791명), 촉탁의 포함 의
사 (2,198명), 물리(작업)치료사 (2,024명), 영양사 
(1,160명), 치과위생사 (7명) 순으로, 장기요양 제공기관
에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전문 인력 중 유일한 의료인인 
간호사의 비율은 0.7%에 불과하였다. 더구나 장기요양기
관 20,377개의 기관 당 간호사는 0.14명 정도여서 상시 
근무하는 간호사가 없는 기관이 상당히 많다는 문제점이 
있다[6]. 

한편 윤숙희 등의 연구에서 노인요양시설에서의 환자
안전도에 대한 실무종사자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요양보
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간호사의 순
으로 낮게 인지하였고, 특히 간호사가 유의하게 낮게 인
지함으로써 환자안전에 관련된 문제점을 더 민감하게 관
리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임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7]. 미국에서도 72개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설 내 배치된 간호사가 많을수록 환자안
전문화의 점수가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이와 같이 노인요
양기관의 질적인 돌봄과 대상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간호사의 배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2018년 전체 인구의 14.8%로 
고령 사회로 진입하였고, 2025년 20.%, 2045년 35.6%, 
2065년 42.5%로 예측되고 있다[6]. 이는 향후 지속적으

로 노인장기요양 수요가 증가되고, 이에 따라 간호사의 
수요 역시 더욱 증가할 것을 시사한다. 이렇듯 노인장기
요양기관의 양적 증대와 함께 질적 차원의 서비스의 질
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 기관 내 역
량있는 간호사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간호학과 교육과정은 급성질환자 간호 위주로 
편성되어 있고, 졸업자의 대부분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
병원 취업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 노인장기요양 분야에 
관련된 관심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더구나 미래 장기
요양기관에 종사할 간호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핵가족문
화에서 성장하여 노인과의 상호작용 경험이 부족한데다 
허약 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대상 임상실습 경험으로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노인장기요양
기관 분야 취업에는 거의 관심이 없는 상황이다[8]. 

이에 간호교육기관에서는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9], 간호
학생의 노인에 대한 이해가 향상되고 노인에 대한 이미
지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을 기대하고, 간호학 교과과정
에 노인간호학 관련 지식과 노인간호학실습 및 비교과프
로그램 등을 통한 노인과 상호작용 경험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간호학과 졸업학년 학생
이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관심 및 취업 의도는 실질적으
로 어떠한 수준인지 그리고 취업 의도에 영향하는 요인
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규명하는 연구가 부족하였다. 노
인인구 급증 및 장기요양 요구도 증가를 고려할 때, 향후 
장기요양기관에서 전문직 의료인으로 종사할 인력의 장
기요양기관에 대한 취업의도를 미리 파악함으로써 그들
의 장기요양기관으로의 진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의 노인장기요
양에 대한 관심도 및 취업 의도를 파악하고 노인장기요
양 분야의 취업 의도에 영향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노인장기요양 분야에 종사할 전문직 간호사의 인력 
확충을 위한 전략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 분야의 취업 의도에 영향하는 요인을 규명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의 노인부양 및 노인장기
요양 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의 노인부양 및 노인장기
요양 특성별 노인장기요양 관련 분야 취업의도의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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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한다.

셋째,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의 노인장기요양 관련 분
야 취업 의도에 영향하는 요인을 분석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장기
요양 관련 분야 취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하고자 실시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 경기도, 충청북도에 각각 소재한 4년

제 3개 대학의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 program 3.1을 이용
하여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95으로 산정
하였을 때 최소인원은 166명이었다. 

먼저 연구자가 해당 간호학과 교수에게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설명하고 설문 협조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를 희망하여 서면 동의한 자로 선정하
였다.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는 189명이었으나 불완전하
게 작성된 설문지를 제외하여 전체 182명이 작성한 설문
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10월 16일부터 12월 1일까지였고, 설문지 작성
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20분 정도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의 자료는 구조화 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
하였다. 설문지는 간호사 취업의도 및 노인장기요양 관련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토대로 연구자가 설문지 초안을 작
성한 후 노인장기요양 전문가 2인, 간호학과 교수 3인으
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은 후 연구도구로 최종 활용
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9문항, 노
인부양의식 및 노인장기요양 관심 9문항, 그리고 노인장
기요양 관련 분야 취업의도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노인
부양의식은 노부모와의 동거의도, 미래 자신이 노인이 되
었을 때 자녀와의 동거의도, 노인부양 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를 의미한다. 노인장기요양 관련 특성은 노인장기요
양보험 수혜경험, 노인장기요양 관련 교육경험, 노인장기
요양 취업분야에 대한 인지된 지식,  업무수행능력, 관심

도를 의미한다. 노인장기요양 관련 취업의도는 5점 척도
로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장기요양 관련 취업의도가 높음
을 의미한다.

2.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대상자는 연구목적과 연구내용에 대한 설명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절대로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밀보장 관련 내용을 읽은 후 연구 참여
에 동의하고 서명한 졸업 학년 간호 대학생만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
우라도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5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통계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노인부양 및 노인장기

요양 관련 특성은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노인부양 및 노인장기

요양 관련 특성별 노인장기요양 관련 분야 취업의
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3) ANOVA 분석 시 사후분석은 Scheffe test를 이용
하였다.

4) 노인장기요양 관련 분야 취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후향적방법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먼
저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87.4%로 남성보다 많았
고, 평균연령은 22.5세이었다. 종교는 무교가 62.6%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 천주교, 불교 순이었다. 경제적 수
준은 ‘중’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58.2%로 가장 많았고, 주
성장지는 대도시(47.8%)와 중소도시(42.3%)가 대부분이
었다. 조부모와 동거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53.3%로, 조
부모와 동거한 경험이 있는 경우 46.7%보다 다소 많았
고, 현재 조부모와 동거하지 않은 경우는 83.4%로 대다
수를 차지하였다. 노인시설 봉사 경험은 87.6%로 대부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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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Frequency
(or Mean)

Percent
(or SD)

Gender Male 23 12.6
Female 159 87.4

Age 22.5 1.4

Religion
Protestant 46 25.3
Catholic 15 8.2
Buddhism 7 3.8
None 114 62.6

Economic Status
Low 40 22.0
Middle 106 58.2
High 36 19.8

Growth Area
Metropolitan 87 47.8
Small city 77 42.3
Rural area 18 9.9

Experience of living 
with the grandparent

Yes 84 46.7
No 96 53.3

Number of families living together 3.7 1.1
Members over 65age in 
the family

Yes 28 16.6
No 141 83.4

Volunteer experiences 
for the elderly

Yes 155 87.6
No 22 12.4

* SD : Standard Deviation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3.2 연구대상자의 노인부양 및 노인장기요양 관련 
    특성 

연구대상자의 노인부양 관련 특성으로는 노부모와의 
동거의도는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53.8%로, 노부모와 
동거할 생각이 ‘없다’와 ‘모르겠다’ 응답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자신이 노인이 되었을 때, 자녀와의 동거의도
는 ‘없다’가 52.8%로 가장 많았고, 자녀와 동거할 생각이 
‘있다’가 12.6%로 가장 낮았다. 노인부양문제에 대한 관
심은 ‘보통’인 경우가 56.6%로 가장 많았고, ‘많음’, ‘별로 
없음’ 순이었다.

다음으로 노인장기요양 관련 특성으로는 가족 중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혜 경험이 없는 경우는 81.9%으로 경험
이 있는 경우 18.1% 보다 많았다. 노인장기요양 관련 교
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62.1%였고, 노인장기요
양 시설의 실습경험이 있는 경우는 67.2%였다. 반면 노
인장기요양 취업 분야 지식 수준에 대한 인지는 낮은 편
(낮음과 매우 낮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68.6%로 높게 
나타났고, 보통은 26.4%, 높은 편(높음과 매우 높음)이라
고 응답한 경우는 5.0% 순이었다. 노인장기요양 분야에 
대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는 보통이다가 47.8%로 가
장 높았고, 낮은 편인 경우가 41.1%, 높은 편인 경우는 
11.1%에 불과하였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
한 관심도는 낮은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3.0%이었고, 
보통 31.9%, 높은 편 6.6% 순이었다. 노인장기요양 관련 
분야 취업 의도는 평균 2.8점(5점 척도)으로 보통 보다 

다소 낮은 편이었다. Table 2 

variables categories Frequency
(or Mean)

Percent
(or SD)

Aware
ness 
of 
Caregi
ving 
for the 
Elderly

Intention to live with 
elderly parents

Yes 98 53.8
No 44 24.2
I have no 
idea 40 22.0

In old age plan to live 
with children

Yes 23 12.6
No 96 52.8
I have no 
idea 63 34.6

Interest in elderly 
issues

Not interest 
at all 0 0.0
Not 
interested 29 15.9
average 103 56.6
interested 45 24.7
Very 
interested 5 2.8

Aware
ness 
of LTC

LTC insurance 
recipients in family

Yes 32 18.1
No 145 81.9

Educational 
experience about LTC

Yes 113 62.1
No 69 37.9

Practical training with 
LTC

Yes 121 67.2
No 59 32.8

Knowledge of the 
field of long-term 
care employment

Very low 23 12.6
Low 102 56.0
Average 48 26.4
High 9 5.0
Very high 0 0.0

My ability in the field 
of long-term care 
employment

Very low 12 6.7
Low 62 34.4
Average 86 47.8
High 20 11.1
Very high 0 0.0

Interest in LTC 
insurance

Very low 34 1.8
Low 75 41.2
Average 58 31.9
High 10 5.5
Very high 2 1.1

Intention to work in LTC 2.8 1.0

Table 2. Elderly care & Long-term care(LTC) - related 
characteristics

3.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장기요양 
    관련 분야 취업의도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노인장기요양 관련 분야 

취업의도를 살펴본 결과, 노인과 같이 살았던 경험이 있
는 경우가 2.98점으로, 노인과 같이 살았던 경험이 없는 
경우 2.67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t=2.716, p=.031). 현재 노인과 동거 여부에 따른 
노인장기요양 관련 분야 취업의도에는 유의한 차이는 없
었으나, 현재 노인과 같이 살고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는 취업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연
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노인장기요양 관련 분야 취업
의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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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M±SD t or F p

Gender Male 2.65±1.07 -0.765 .445Female 2.82±0.95
Age <22 3.00±0.90 1.583 .115≥22 2.73±0.98

Religion
Protestant 2.80±0.89

0.273 .845Catholic 3.00±0.85
Buddhism 2.86±1.07
None 2.76±1.02

Economic Status
Low 2.80±0.97

0.138 .871Middle 2.82±0.94
High 2.72±1.06

Growth Area
Metropolitan 2.83±0.93

0.939 .393Small city 2.83±0.99
Rural area 2.50±1.04

Experience of 
living with the 
elderly

Yes 2.98±0.98
2.176 .031No 2.67±0.93

Number of 
families living 
together

≤4 2.78±0.97
-0.707 .480>4 2.91±0.98

Members over 
65age in the 
family

Yes 2.93±1.18
-0.601 .549No 2.81±0.92

Volunteer 
experiences for 
the elderly

Yes 2.85±0.98
1.179 .240No 2.59±0.91

Table 3. Difference of intention to work in LTC by 
Subject characteristics

3.4 연구대상자의 노인부양 및 노인장기요양 관련 
    특성에 따른 노인장기요양 관련 분야 취업의도
    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노인부양 관련 특성 중 평소 노인부양문
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경우(b), 노인장기요양 관련 분야 
취업의도는 3.34점으로,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이 낮거나
(a) 보통인 경우(a)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5.406, 
p<.001). 

연구대상자의 장기요양관련 특성과 노인장기요양 관
련 분야 취업의도를 살펴본 결과, 가족 중에 노인장기요
양보험 혜택을 받은 경우가 3.19점으로 그렇지 않은 경
우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482, p=.014). 
또한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심이 높은 경우(c) 가 3.42
점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심이 낮은 경우(a)보다 노
인장기요양 관련 분야 취업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4.981, p=.008). Table 4

variables categories M±SD t or F p

Awar
enes
s of 
Care
givin
g for 
the 
Elder
ly

Intention to 
live with 
elderly parents

Yes 2.84±0.98
0.281 .755No 2.70±1.00

I have no 
idea 2.80±091

In old age plan 
to live with 
children

Yes 2.83±0.83
1.444 .239No 2.69±1.04

I have no 
idea 2.95±0.89

Interest in 
elderly issues

Not 
interesteda 2.24±1.22

15.406 <.001*averageaa 2.69±0.83
interestedb 3.34±0.82

Awar
enes
s of 
LTC

LTC insurance 
recipients in 
family

Yes 3.19±1.00 2.482 .014No 2.72±0.95
Educational 
experience 
about LTC

Yes 2.88±0.97 1.421 .157No 2.67±0.95
Practical 
training with 
LTC

Yes 2.76±0.99 -0.565 .573No 2.85±0.93
Knowledge of 
the field of 
long-term 
care 
employment

Low 2.74±0.99
1.728 .181Average 2.85±0.92

High 3.33±0.71
My ability in 
the field of 
long-term 
care 
employment

Low 2.70±0.96
0.857 .426Average 2.84±0.98

High 3.00±0.97
Interest in LTC 
insurance

Lowa 2.62±1.00
4.981 .008Averageab 2.93±0.86

Highbc 3.42±0.79

Table 4. Difference of intention to work in LTC by 
Elderly Care & LTC  related characteristics

3.5 노인장기요양 관련 분야 취업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 

연구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 관련 분야 취업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후진방법의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취업의도의 
예측변인은 단변량 분석에서 취업의도에 유의미한 차이
를 보였던 변수인 조부모와 동거 경험, 노인부양문제에 
대한 관심, 가족 중 장기요양보험 수혜 경험, 장기요양보
험에 대한 관심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회귀분석의 가정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의 절대값
이 .13에서 .36이하로 나타났고, 예측변수들 간의 상관성
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10],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10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
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Durbin-Watson 값이 
2.042로 잔차의 독립성도 확인되어 회귀분석의 기본 가
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0권 제6호406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1에서는 회귀분
석을 실시할 때 선택한 4개의 예측변수를 모두 입력하였
고, 모형2에서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관심 변수가 
제거되었고, 모형3에서는 노인과 동거 경험 변수가 제거
되었다. 모형3에서의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과 가족 중 장
기요양보험 수혜 경험의 예측변수가 취업의도를 설명하
는 회귀식의 적합도가 가장 높았고(F=15.511, p=<.001),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과 가족 중 장기요양보험 수혜 경
험 변수가 노인장기요양 관련 분야 취업의도를 14.2% 설
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Model β SE p adj R2 F
(p)

1

constant .000

14.0 8.120
(<.001)

A -0.076 .137 .291
B 0.330 .100 .000
C -0.130 .179 .072
D 0.044 .032 .547

2
constant .000

14.3 10.745
(<.001)

A -0.077 .137 .279
B 0.337 .098 .000
C -0.136 .177 .057

3
constant

14.2 15.511
(<.001)B 0.347 .098 .000

C .0.146 .175 .039
A. Experience of living with the elderly
B. Interest in elderly issues
C. LTC insurance recipients in family
D. Interest in LTC insurance

Table 5. Factors Influencing intention to work in LTC

4. 논의 
본 연구는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의 노인장기요양에 대

한 관심도 및 취업 의도를 파악하고 노인장기요양 분야
의 취업 의도에 영향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노
인장기요양 분야에 종사할 전문직 간호사의 인력 확충을 
위한 전략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의 노인부양 관련 가치관을 조사
한 결과, 대상자가 미래 자신의 노부모와 동거할 의도는 
과반수 정도이고 자신이 노인이 되었을 때 자녀와 동거
할 의도는 1/5 수준에 불과하였다. 이는 대학생 대상 노
인부양의식 관련하여 미래 부모 및 자녀 동거 의도에 대
한 조사 결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다[11]. 이러한 결
과는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이 낮고 부모 역시 노

후에 자녀에게 부양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로 낮
아지는 경향을 재확인한 결과로, 앞으로도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노인장기요양 제도를 포함한 노인 
정책 개발 및 대응이 국가적으로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
라 생각된다. 이처럼 미래 노인 부양을 책임질 대학생 세
대가 가지고 있는 노인부양에 대한 가치관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고령 시대에 노인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비간호 인력의 경우에는 노인 관련 
이론 교과목을 이수하고 노인 분야 실습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인부양에 대한 의식은 낮은 결과를 
고려할 때,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노인과의 긍정적 소통 
및 경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교과내용을 설계해야 
할 것이고,  동시에 간호교육과정 내에서도 융합적 비교
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제언한다[12]. 

본 연구결과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의 경우 교육과정 
중 노인장기요양 관련하여 이론 교육 및 실습 경험이 있
는 대상자가 2/3 정도였으나, 이들이 노인장기요양 관련
하여 스스로가 인지하는 지식 정도와 능력 정도 그리고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전반적 관심도는 매우 낮은 수준으
로 나타났다. 이미 20여 년 전부터 미국 간호대학에서는 
노인간호학을 필수 교과목으로 개설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던 것과는 달리 우리 나라는 노인간호학 교과목을 
전공 선택 또는 교양 교과목으로 개설하고 있으며, 노인
간호학 실습 교과목이 미개설된 상황에서 이론 교과목만
으로 개설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동
일한 맥락에서 볼 때, 향후 간호교육에서 노인간호 관련 
교과 과정을 필수로 이수할 수 있도록 강화하여야 할 것
이며, 특히 급성기 간호제공 이외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
인을 대상으로 양질의 노인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
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13,14]. 간호교육 중 너싱홈에서의 긍정적 학습 경험은 
기본적 간호 기술 및 능력 함양을 통해 간호 학생들의 전
문성을 개발할 수 있고 미래의 자신의 취업 분야로 너싱
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실습교육 중에서 노인요양시설 실습 기회 
제공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15,16].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이 인지하는 노인장기요양 관련 
분야 취업 의도의 경우 5점 만점에 2.6점으로 낮은 수준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간호학과 학생 대부분은 졸업 후 
우선 임상 간호사로 취업하고 그 이후 여러 진로를 선택
하는 경우가 많으며, 졸업 시 대체로 취업이 보장되어 있
어 재학 중 적극적으로 직업 환경을 탐색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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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라 해석할 수 있겠다[17].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치매, 뇌
졸중 등 노인성질환 증가 및 그로 인해 노인장기요양 인
정자 역시 증가될 것이며, 노인장기요양 수요 증가에 따
라 시설 및 재가에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간호사도 2020년 11,287명, 2025년 13,836명, 2030년
에는 16,764명의 간호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
다. 그러나 국내 간호사의 대부분은 임상 현장에서 근무
하고 있어 노인요양시설에 관한 관심과 활동이 매우 저
조함에 따라,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 분야에
서 취업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
로 탐색하는 연구를 제언한다[18]. 더구나 노인요양시설
은 병원과는 달리 의사가 상주하지 않은 상황에서 간호
사가 야간 및 교대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병원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보수, 보호자들의 과대한 기대 및 의료
분쟁 가능성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쉬운 상
황에 처해 있다[19]. 노인요양시설 근무조건 개선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하며 노인요양시설 간호사
로서의 자부심과 사명감 등 긍정적 이미지를 예비간호인
력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 분야 관련 취업 
의도는 노인과 동거 경험, 평소 노인부양문제에 대한 관
심, 노인장기요양 혜택을 받은 가족 여부, 노인장기요양 
분야에 관심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는 노인과 함께 
생활하거나 노인을 돌보는 경험이 있는 자 그리고 노년
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노인 분야에 종사하려는 업
무선호도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는 연구결과와 일
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20]. 이렇듯 노인부양 및 노인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관심 및 인지 등은 간호학생이 졸
업 후 심신 기능장애가 있어 일상생활능력이 부족한 노
인들을 돌보는 노인장기요양 분야 업무 현장에서 간호사
로서 활동할 직업선택 기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나 간호학생들의 노인부양 및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관심
을 유도할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겠다. 특
히 핵가족 중심의 가족구조에서 성장한 젊은층의 경우 
노인과의 접촉 기회가 적다는 점과 보건복지계열 학생의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노인 대상 봉사 경
험이 관련 있었다는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21], 
노인을 보살피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통해 노인장기요
양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 봉
사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 간호학생을 편의표집하여 조사하
여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연구대상자를 확대

하여 간호학생의 노인장기요양 분야 관심 및 취업 의도 
등을 규명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규명
된 노인장기요양 취업 의도 관련 요인 이외 노인장기요
양 분야 취업 의도 관련 다양한 변수를 포함한 연구와 대
상자의 취업 의도가 실질적으로 취업과 관련성을 규명하
는 연구를 제언한다. 

이상의 본 연구는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질환을 가지
고 있는 노인장기요양 인정자의 특성상 일상생활수행 지
원과 함께 만성질환 관리와 갑작스러운 응급상황 발생 
등 전문적 간호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노인장기요양 분야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
에, 졸업 학년 간호학생의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관심과 
노인장기요양 관련 취업의도를 규명함으로써 향후 노인
장기요양 분야 간호사 인력 확충과 이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장

기요양에 대한 관심도 및 취업 의도를 파악하고 노인장
기요양 분야의 취업 의도에 영향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결과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의 노인장기요양기
관 취업의도는 평균 2.6점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노
인과 살았던 경험유무,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의 정도, 가
족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보
험제도의 관심의 정도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기관 취업의
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장기요양기
관 취업의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
과 가족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은 경우로 확
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을 이끌 수 있는 다양한 교과/비교과 융합프로
그램의 개발을 제안한다. 특히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이론, 현장 견학 및 실습 기회를 강화하여 예비 간호인력
의 노인장기요양 분야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한편으로 예비간호인력이 직업
적 사명감을 가지고 종사할 취업분야로 장기요양 분야를 
인식하고 이를 통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과 
안전한 환경을 구축을 위한 전문 간호 인력 확보를 위해
서는 노인장기요양 기관 내 근로환경 개선 정책이 모색
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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