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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In an aging society, the demand for dental medical institutions among the elderly 
is increasing. There will be an increased demand for high-quality oral health servic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factors influencing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of Generation Z dental hygiene students. Methods: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198 
dental hygiene students.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June 1 to 30, 2020,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knowledge (24 items), attitude (20 items), and 
experience (11 items) of the elderly. The collection data were compared and analyzed using analysis 
of variance and multiple regression. Results: Factors influencing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of 
dental hygiene students appeared positive in those with a lot of experience and higher knowledge 
of social area, in case of one grade. However, the attitude toward the elderly appears negative in 
those with a low knowledge of physical area. Conclusions: In order to improve Generation Z dental 
hygiene students' attitudes towards the elder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course related to the 
elderly and a program related to high-quality elderly contact experience opportunities. Socially, it is 
necessary to promote healthy elderly life through internet broadcasting and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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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고령화는 사회가 발전하여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의료 및 복지수준의 발전과 향상으로 수명이 연장되어, 

고령인구가 늘어나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이다[1].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의 고령화 사회의 분
류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0%에 달하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이 
되면 ‘고령사회’,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사회’ 가 된다고 한다[2].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00
년에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7년에는 당초 예상보다 1년 빠르게 ‘고령사회’에 도
달하였다[3].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노인 인구 비율이 20.3%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2060년에는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43.9%에 달할 것
으로 예측된다고 하였다[4].

노인이란 인간의 노령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육체적, 심리적, 정서적, 환경적 및 행동의 변화가 상
호작용하는 복합 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5].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은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구강건강은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 노년기로 접어들수록 치주질환 유병률 및 치아상실로 인한 저작의 불편감으
로 구강기능이 저하되는 요인이 되며 또한 구강기능의 건강을 위한 칫솔질 실천율은 감소되고[7] 있어 노인
들의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더욱 요구된다.

임상에서 노인에게 구강건강관리를 제공하는 경우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치과위생사의 실무와 노
인구강관리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8]. 노인을 대상으로 한 치과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들의 전신적인 상태에 대한 이해와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의사소통능
력은 매우 중요하고[9],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인한 노인에 대한 지식이나 접촉경험의 빈도, 노인에 대한 태
도의 수준 또한 중요하다.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과 관련된 선행연구로 지와 안[8]은 치과위생사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 및 행
동 연구에서 노인에 대하여 침착하다, 중요하다, 부지런하다, 허약하다의 이미지를 가졌고, 노인에 대한 이
미지가 긍정적일수록 행동도 긍정적이라고 하였다. 심과 김[10]의 치과위생사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연구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노인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김[11]의 연구 노인유사체
험이 치위생학 전공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노인과의 동거경험이나 노인과 관련
된 교육을 받은 경우 노인유사체험 후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노인유사체험이 노화의 신체적 
측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와 관련된 연구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치위생과 학생들의 출생년도는 대부분이 1995년 이후 출생한 자들로 
인구통계학자들은 일반적으로 1990년 중반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출생한 세대를 Z세대로 분류하고 있고, 
Z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어릴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어 자라서 이른바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
이라 불린다.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technology)에 친숙하며,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보다 스
마트 폰을 선호하고, 텍스트보다는 이미지와 동영상 콘텐츠를 선호한다. 아울러 관심사는 공유하지만 강한 
개인주의 성향을 가지고, 경험이나 체험을 선호한다고 한다[12]. 디지털 원주민이라 불릴 정도로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에 익숙한 Z세대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 경험, 태도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시사점이 있다고 생
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문적인 구강보건서비스의 주역이 될 Z세대 치위생과 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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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00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승인(1040460-A-2020-013)을 받고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경남지역 

M대학교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과게시판에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공고한 후 이에 동의한 학생
들이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지급하였다. 연
구는 2020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면동의서에 서명한 후 구조화된 설문지에 자기기입방식으로 설
문지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는 최종분석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효과크기 0.15, 검정력 0.95, 유의수준 0.05, 그룹의 수를 5로 하였을 때, 본 연구에 필
요한 최소표본의 크기는 138명이었고, 중도탈락률 44%를 고려하여 198명을 최종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항목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학년, 주거형태 3문항, 노인에 대한 지

식 24문항, 노인에 대한 태도 20문항, 노인에 대한 경험 1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노인에 대한 지식
노인에 대한 지식측정 도구는 1977년 Palmore[13]에 의해 처음 개발되었고, 1998년에 수정‧보완된 

FAQ Ⅰ(Fact on Aging Quiz PartⅠ)의 척도[14]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한 이[15]와 윤과 
조[16]의 척도와 최[17]와 이[18]의 연구에서 사용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노인에 대한 지식척도
는 총 24문항이며 하위영역으로 신체적 영역 11문항, 심리적 영역 6문항, 사회적 영역 7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각 문항에 대한 정답은 1점, 오답은 0점으로 처리하여 측정한 점수는 최저 0점에서 최고 24점이며, 측정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노인에 대한 지식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0.618로 나타났다.

2) 노인에 대한 태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노인에 대한 태도 도구는 Sanders 등[19]의 의미 분별척도로 최[17]와 이[18]의 연구

에서 사용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20개의 상반되는 형용사가 쌍으로 구성되어, 각 문
항에 1점 매우 부정적 에서 7점 매우 긍정적, Likert 7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각 문항의 전체평균이 
3.5점-4.5점(총점 70점-90점)까지가 중립적인 태도범위다.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태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0.730 이었다.

3) 노인에 대한 경험
노인에 대한 경험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전[20]과 이[18]가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

하여 사용하였다. 총 11문항으로 가족, 친지, 이웃 노인과의 접촉경험 5문항, 노인관련 교육 참여 2문항, 실
습·봉사에서 노인과의 접촉경험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매우 그렇
지 않다’ 1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경험이 높음을 의미하고, 각 문항의 전체평균이 2.5점-3.5점
(총점 30점-42점) 사이가 노인에 대한 경험의 중립적인 범위이다. 본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경험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0.81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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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VER.20.0 통계프로그램(IBM Co.,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고,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 α=0.05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은 빈도와 백분율, 
기술통계를 하였으며, 학년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은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과 사후검
정은 Scheffe test로 검증하였다. 노인에 대한 태도와 변수들 간은 피어슨의 상관분석(pearson correlation)
을 하였고,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
하였다.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여자가 98.5%이였고, 학년은 1, 2, 3학년 고르게 분포 되었

으며, 주거형태는 자택이 76.8%로 많았다<Table 1>.

2. 노인에 대한 지식 정답률과 지식수준
노인에 대한 지식은 하위영역으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역으로 나뉘어지며, 신체적 영역에 대한 정

답률이 가장 높은 문항으로 ‘노년기에 이르면 체력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91.9%, ‘노년기에 이르면 신체
의 5가지 감각(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의 기능이 감퇴한다’ 91.4%, ‘노인들은 보통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해 시간이 젊은이 보다 더 오래 걸린다’ 81.8%의 순으로 정답률이 높았으며, 정답률이 낮은 문항은 ‘
노인운전자들은 젊은 운전자들보다 1인당 사고 횟수가 적다’가 14.1%로 가장 낮았다.

심리적 영역에 대한 정답률이 가장 높은 문항은 ‘평균적인 노인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84.8%, ‘대부분의 노인들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65.2%의 순으로 정답률
이 높았으며, 정답률이 낮은 문항은 ‘대부분의 노인들은 좀처럼 흥분하거나 화를 내지 않는다고 말한다’ 
13.1%로 가장 낮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98)
Characteristics Division N(%)
Gender Male 3( 1.5)

Female 1950(98.5)
Grade 1st 69(34.8)

2nd 68(34.3)
3rd 61(30.8)

Residence Own house 152(76.8)
Dormitory 31(15.7)
Homestay 12(  6.1)
Etc 3(  1.5)

Total 19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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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영역에 대한 정답률이 가장 높은 문항은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5% 이상이 65세 또는 그 이
상이다’ 69.7%, ‘대부분의 노인들은 일을 하고 있거나 가사일, 자원봉사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거리를 갖기
를 원한다’ 67.2%의 순으로 정답률이 높았으며, 정답률이 낮은 문항은 ‘적어도 노인의 약 5% 정도가 장기체
류기관(요양원, 정신병원 노인주거시설 등)에 살고 있다’ 6.1%로 가장 낮았다<Table 2>.

Table 2. Correct answer rate of knowledge for the elderly                                                Unit : N(%)

Item Division Correct 
answer rate

Incorrect 
answer rate

Psysical area Physical strength tend to decrease in elderly 182(91.9) 16(  8.1)
In elderly, the functions of body’s five 
senses(sight, hearing, touch, smell, taste) decline 181(91.4) 17(  8.6)

Elderly people usually take longer than younger 
people to learn new things 162(81.8) 36(18.2)

Elderly people tend to respond more slowly 
stimuli(e.g. red traffic light) than younger people 110(55.6) 88(44.4)

Pulmonary function tend to worsen in elderly 105(53.0) 46(23.2)
Over 50% of the elderly healthy enough to carry 
out their normal daily life 103(52.0) 95(48.0)

Most elderly people are neither interested nor 
capable of sexy life 93(47.0) 105(53.0)

Most elderly workers can not work more 
effectively than younger workers 91(46.0) 107(54.0)

Most than 65% of the elderly have memory 
disorder, directional sensory disorder and 
psychothyntosis

87(43.9) 111(56.1)

Elderly people at work have fewer accident than 
younger people 83(41.9) 115(58.1)

Elderly drivers have fewer accident per person 
than younger drivers 28(14.1) 170(85.9)

Psychological 
area

On average, It is impossible to learn new things 
from elderly 168(84.8) 30(15.2)

Most elderly people are unable to adapt to new 
change 129(65.2) 69(34.8)

Many elderly feel depressed most of the time 83(41.9) 115(58.1)
Elderly people tend to be more riligious as they 
get older 50(25.3) 148(74.7)

Most elderly people don’t say it’s boring 27(13.6) 171(86.4)
Most elderly say they seldom get excited or angry 26(13.1) 172(86.9)

Social area Currently more than 15% of the total population 
in Korea is 65 years old or older 138(69.7) 60(30.3)

Most elderly are working or want to have a job 
they can do, such as new work or volunteer 
work

133(67.2) 65(32.8)

Generally elderly become similar in all respects 75(37.9) 123(62.1)
Most elderly are socially alienated 71(35.9) 127(64.1)
Even by 2020, the health and socio-economic 
status of the elderly compared to the young, It 
will be about the same or worse as it is now

53(26.8) 145(73.2)

Most of the elderly have incomes below the 
minimum cost of living(regulated by the 
goverrment)

44(22.2) 154(77.8)

At least, about 5% of the elderly live in long-tem 
residence institutions(nuring homes, mental 
hospital, elderly housing facilities, etc)

12(  6.1) 186(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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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 대한 지식의 전체 평균은 11.52점이고 하위영역으로 신체적 영역 6.42점, 사회적 영역 2.66점, 심
리적 영역 2.44점으로 조사되었다<Table 3>.

Table 3. The level of knowledge of the elderly
Item Division Mean±SD
Knowledge of the elderly 11.52±3.30

Physical area 6.42±1.75
Psychological area 2.44±1.24
Social area 2.66±1.39

Table 4. The level of attitude of the elderly
Positive attitude Negative attitude Mean±SD
Wise Foolish 4.90±3.72
Kind Unkind 4.31±1.12
Ignorant Knowledgeable 4.36±0.91
Happy Sad 4.07±0.93
Reliable Unreliable 4.70±0.95
Selfish Generous 4.12±1.21
Inactive Active 3.66±1.25
Tidy Unkempt 4.29±0.91
Favorable Unfavorable 4.43±1.03
Boring Fun 3.80±0.86
Productive Unproductive 3.73±0.91
Healthy Sick 3.29±1.05
Fine Poor 4.55±0.89
Flexible Inflexible 4.21±1.11
Dependent Independent 3.75±1.20
Liberal Conservative 3.17±1.22
Attractive Unattractive 4.10±0.72
Impatient Patient 4.11±1.22
Optimistic Pessimistic 3.87±0.94
Undisputed Grouchy 3.58±1.03

3. 노인에 대한 태도 수준
노인에 대한 태도 수준의 조사결과 태도에 대한 전체평균은 7점 만점에 4.05±0.52으로 중립적인 범위(평

균 3.5점-4.5점)내로 조사되었다.
노인에 대한 가장 긍정적인 태도는 현명한(4.90±3.72), 신뢰할 수 있는(4.70±0.95), 좋은(4.55±0.89), 박

식한(4.36±0.91)의 순으로 조사되었고, 노인에 대한 가장 부정적인 태도는 보수적인(3.17±1.22), 아픈
(3.29±1.05), 불평이 많은(3.58±1.03), 비활동적인(3.66±1.25) 순으로 조사되었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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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level of experience of the elderly
Item Mean±SD
Family/friends, 
neighbors contact 
experience with the 
elderly

Do you have a lot of living with an elderly family member or close relative? 2.46±1.35
Do you have frequent contact with family members or close relatives of the 
elderly? 3.11±1.28

Do you have frequent conversation or leisure with your grandparents or 
relative s aged 65 or older? 2.81±1.28

What is your experience of living with the elderly? 2.17±1.81
What is your experience with the elderly you know from relatives or 
neighbors? 3.01±1.51

Average 2.71±1.08
Participation education 
of elderly related

Do you have much experience in elder-relate education or lectures? 1.97±0.93
Do you have many opportunities to take elderly-related education or expert 
lecture? 1.75±0.70

Average 1.86±0.73
Experience of contact 
with the elderly in 
practice and volunteer

Do you have much experience in practicing with elderly? 1.88±0.92
Do you have a lot of experience in the volunteer for the elderly? 2.91±1.20
How is your practice experience with the elderly? 1.60±1.65
How is your volunteer experience with the elderly? 2.70±1.63
Average 2.27±1.03

4. 노인에 대한 경험 수준
노인에 대한 경험 수준의 조사결과 하위요인으로 가족/친지·이웃 노인과의 접촉경험 평균 2.71점, 노인관

련 교육 참여 평균 1.86점, 실습·봉사에서 노인과의 접촉경험 평균 2.27점이고 전체 평균은 2.40점이고, 총점
은 26.36점으로 조사되었다. 평균 2.5점-3.5점(총점 30점-42점)의 경우 노인에 대한 경험이 중립적인 범위이
므로 연구대상자들의 노인에 대한 경험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5>.

Table 6. Knowledge, attitude, experience of the elderly according to grade       Unit : Mean±SD

Variable Knowledge Attitude ExperiencePhysical area Psychological area Social area
1st grade 0.59±0.15 0.41±0.20 0.38±0.20 4.15±0.60 2.41±0.81
2nd grade 0.59±0.18 0.42±0.22 0.39±0.20 4.03±0.53 2.32±0.77
3rd grade 0.58±0.15 0.39±0.21 0.38±0.19 3.95±0.40 2.46±0.80
F/p* 0.032/0.969 0.423/0.656 0.108/0.897 2.402/0.093 0.508/0.603
*by one-way ANOVA

5. 학년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
학년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을 분석한 결과 학년 간의 차이점은 p>0.05로 통계적인 유의성

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태도에서 학년 간에 평균의 차이가 다소 있는 것으로 보였다. Scheffe test의 사후
검증결과 집단별 p>0.05 수준으로 평균 차에도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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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he correlation of variables

Variables Division Attitude Experience
Knowledge

GradePhysical area Psychological area Social area
Attitude 1
Experience   0.195** 1
Knowledge

Physical area -0.165* -0.060 1
Psychological area 0.070 -0.006   0.282** 1
Social area 0.109  0.057   0.330**   0.433** 1

Grade -0.154*  0.024 -0.016 -0.038 0.001 1
*p<0.05, **p<0.01, by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6. 각 변수들의 상관성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인에 대한 지식, 경험 그리고 학년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노인에 대한 태도와 경

험(r=0.195, p<0.01) 간 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지식의 하위요인 신체적 영역(r=-0.165, p<0.05)
과 학년(r=-0.154, p<0.05) 간 에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7>.

7.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결과 노인에 대한 태도의 변량을 

9.3% 설명하고 있으며, 공차한계는 모두 0.1 이상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되며, Durbin-Watson은 2.153으로 기준값 2에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
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노인에 대한 경험이 많은 경우(β=0.173), 사회적 영역에 대
한 지식이 높은 경우(β=0.155), 학년의 경우 3학년에 비해 1학년에서(β=0.152)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신체적 영역에 대한 지식이 낮은 경우(β=-0.236) 노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8>.

Table 8. Factors influencing the attitude of the elderly
Variables B SE β t p* Tolerance
Invariable 3.946 0.183 21.577 0.001
1st grade 0.167 0.075 0.152 2.230 0.027 0.998
3rd grade -0.151 0.077 -0.134 -1.954 0.052 0.993
Knowledge

Physical area -0.785 0.246 -0.236 -3.194 0.002 0.848
Psycholosical area 0.184 0.193 0.073 0.952 0.342 0.790
Social area 0.406 0.206 0.155 1.972 0.050 0.753

Experience 0.115 0.045 0.173 2.537 0.012 0.991
F=5.040***, R2=0.117,  adiusted R2=0.093,  Durbin-Watson=2.153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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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및 고안
본 연구는 Z세대 치위생과 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 노인에 대한 지식수준 조사결과 ‘노년기에 이르면 체력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노년기에 이르

면 신체의 5가지 감각(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의 기능이 감퇴한다’에 대한 정답률이 90% 이상인 결과
는 이 등[21], 이와 정[22], 임[23]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이[18]의 간호사 대상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
다. 본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지식 평균은 11.52점 이었다. 이는 최[24]의 8.39보다 높았지만 이 등[21]의 
12.99와 이와 정[22]의 13.14보다 낮았다. ‘고령화 사회’에 조사된 노인에 대한 지식 평균점수에 비해 ‘고령사
회’에 조사한 노인에 대한 지식 평균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된 것은 본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경험 조
사결과 평균이 2.40(총점 26.36점)으로 중립적인 범위보다 낮았고, 특히 경험에 대한 하위요인으로 노인 관
련 교육 참여에 대한 평균이 1.86점으로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Z세대 치위생과 학생들은 이미지와 동영상 
컨텐츠를 선호하고 본인의 관심분야에만 집중하는 성향이 강하며,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에 익숙하여[12] 
본인의 궁금증은 언제, 어디서나 해결가능하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영역에 대한 관
심이 적어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Z세대 치위생과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이미지나 동
영상 컨텐츠를 활용한 노인 관련 교육참여로 노인에 대한 지식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노인에 대한 태도 수준 조사결과 7점 만점에 전체평균이 4.05점이고 총점은 80.91점으로 중립적인 범위(
평균 3.5점-4.5점)(총점 70점-90점)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치과위생사 대상의 임[23], 지와 안[8], 간
호사 대상의 이[18]의 연구와 일치하였고, 치위생과 학생대상의 이 등[25]의 연구와도 일치하였다. 다만 치
과위생사 대상의 심과 김[10]의 연구에서는 노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
지 않았다.

노인에 대한 태도는 가족, 직장, 또래집단, 학교 그리고 대중매체 등의 영향과 사회활동을 통한 인지적 과
정에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인지적 과정은 감정과 행동요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노인에 
대한 태도를 결정짓는다고 하였다[26]. 치위생과 학생들은 노인에 대해 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좋음과 같
은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반면 부정적인 태도로는 보수적인, 아픈, 불평이 많은, 비활동적이라고 인식하
였다. 최[17]의 간호과 학생과 사회복지과 학생대상 연구와 치과위생사 대상 임[23]의 연구는 본 연구와 일
치하였다. 이러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결과는 과거에는 주로 봉사활동이나, 치과병(의)원에서 접촉
하는 노인의 경우 건강하기 보다는 구강이 불편하거나, 거동이 불편하고, 비활동적인 노인에 대한 경험에 
의한 결과인 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2014년 무선 인터넷 이용실태조사에서 스마트 폰으로 인터
넷을 이용하는 경우가 98.3%에 달했고, 다양한 1인 미디어제작자를 통해 수많은 정보를 쉽게 접하는[27] Z
세대 학생들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극 보수성향의 태극기부대 집회와 코로나 19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특정 종교집단의 대규모 집회[28]를 통해 노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생각된
다. 따라서 노인에 대하여 현명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좋은 태도를 가지는 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사회적으로 노인폄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중파 방송이나 인터넷 방
송 및 1인 미디어제작자는 사회적인 영향력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는 자세가 필요하고, 학교에서는 학생들
이 양질의 노인접촉경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컨텐츠 개발이 필요하겠다.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 노인에 대한 경험이 많은 경우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17]의 연구에서 노인과의 경험, 평소 알고 지내는 친척이나 이웃 노인과의 경
험이 간호과와 사회복지과 학생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여 본 연구와 일치하였고, 이 등
[25]은 노인과의 긍정적인 경험과 노인 관련 교육경험이라고 하였고, 이 등[21]에서는 노인 관련 교육경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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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 태도에 차이를 보이진 않았고, 노인대상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최[24]도 노인들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의 경험이 있는 경우 노인에게 더 긍정적인 태도
를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전[20]의 의료인 대상 연구에서는 노인 관련 경험여부가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
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노인과의 경험에서는 경험의 질이 중요하고 노인과 동거하지 않은 집단에
서는 노인유사체험을 통해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하였고[11], 노인에 대한 교육은 이론적 교육에 노인과의 
경험적 교육이 병행될 때 교육의 효과는 최고로 발휘될 것이라고 하였다[29].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영역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경우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고, 신체적 영역에 대
한 지식이 적은 경우 노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지식의 정답
률은 신체적 영역 60.4%, 심리적 영역 40.7%, 사회적 영역 3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와 안[8], 심과 김
[10]의 치과위생사 대상, 전[20]의 의료인 대상의 결과에서도 신체적 영역이 높았고 심리적 영역, 사회적 영
역이 낮게 조사되어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최[17]의 연구에서도 노인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경우 노
인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이었고, 이[18]의 연구에서도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태도가 긍정
적이라 하고, 이 등[21]에서 노인에 관한 지식이 많을수록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
다. 전[20]은 의료인은 노인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특히 신체적 영역, 심리적 영역의 지식이 태도에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식 문항으로 오답률이 가장 높은 항목은 ‘적어도 노
인의 약 5% 정도가 장기체류(요양원, 정신병원, 노인주거시설 등)에 살고 있다’, ‘노인들 대부분은 최저생계
비(정부에 의해 규정된)이하의 수입을 가진다’, ‘2022년이 되어도 노인들의 건강과 사회경제적인 상태는 젊
은 사람들과 비교할 때 현재와 거의 같거나 더 나빠질 것이다’의 순으로 오답률이 높았고, 신체적 지식 문항
에 대한 오답률이 가장 높은 항목은 ‘노인운전자들은 젊은 운전자들보다 1인당 사고 횟수가 적다’, ‘직장에
서 나이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보다 사고가 적다’의 순이었다. 이는 최[17], 이[18], 이 등[21]의 결과와 비
슷하였다. 인터넷이나 정보통신기술에 익숙하고 관심 분야가 뚜렷한 1인 방송 유튜버를 즐겨 찾는 Z세대 치
위생과 학생도 1995년 이전 출생한 학생들과 비슷한 오답률을 보였다. 잘못알고 있는 정보를 개선하기 위
해서는 Z세대가 즐겨 찾는 이미지나 동영상 컨텐츠, 유튜브를 통하여 노인들의 자기개발과 재취업 사례, 사
회적 봉사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생활상에 대한 컨텐츠를 개발 및 홍보하여 지속적
인 인식개선이 필요하겠다. 노인에 대한 태도에 학년의 경우 3학년에 비해 1학년의 경우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17]의 학년과 태도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하였고, 심과 김[10]은 학력이 높을수록 
노인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여 본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
서 3학년의 경우 상식적으로 1학년보다는 노인을 위한 봉사활동이나 접촉경험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
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조사되지 않은 것은 2016년 촛불집회[30]를 경험하면서 일부 노인들의 비상
식적인 행동들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Z세대 치위생과 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일부 치위생과 
학생만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과 치위생과 학생의 노인에 대
한 태도관련 선행연구의 최근 자료가 부족하여 현재의 현황에 대한 비교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시대 흐름을 반영한 보건계열과 비 보건계열 또는 치위생과 학생과 치과위생
사 간의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에 대한 지식이나 태도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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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연구는 2020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남지역에 소재한 M대학교 재학생 198명을 대상으로 노인

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에 대한 지식의 전체 평균은 11.52점이고 하위영역으로 신체적 영역 6.42점, 사회적 영역 2.66점, 심

리적 영역 2.44점으로 나타났다.
2. 노인에 대한 가장 긍정적인 태도는 현명한, 신뢰할 수 있는, 좋은, 박식한의 순이고, 노인 에 대한 가장 

부정적인 태도는 보수적인, 아픈, 불평이 많은, 비활동적인 순으로 나타났다.
3.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노인에 대한 경험이 많은 경우, 사회적 영역 에 대한 지식

이 높은 경우, 1학년의 경우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신체적 영역에 대한 지식이 낮은 경
우 노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Z세대 치위생과 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지식과 노
인 관련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양질의 노인접촉경험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 개발이 필
요하며, 사회적으로는 공중파 방송과 인터넷 방송을 통한 건전한 노인생활상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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