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노인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많은 변화가 있게 되는데, 노화는 죽음으로 가는 과
정이라 생각하다보니 부정적인 생각이 많고 특히, 노인들
과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들을 유발시키기도 한다[1]

노인인구 급격한 증가와 인구의 노령화 현상이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
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2026년에는 전체 
인구에서 20% 차지할 만큼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하
고 있으며 2065년에는 세계 1위인 상위권의 수준으로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3]

한과 염[4] 의하면 노인의 현존치아수를 계속적으로 
관리하며 건강행동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노인의 구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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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 삶의 질을 증가 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남과 
배[5]의하면 구강건강행태와 주관적인 구강건강인식과 
지식도 조사한 결과 노인들의 구강건강을 유지하게 위해 
행해지는 구강건강행태가 노인의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박[6]의하면 노인의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구강건강 관련 사회적, 신체적, 심리적 등 여러 가지 고려
되어야 한다. 즉, 노인의 구강건강은 전신건강과 밀접하
게 연관되어 노년기의 건강에 대한 삶의 질을 정하는 매
우 중대한 지표가 되어 관심이 증가되었다. 그러므로 노
인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치과위생사들이 노인에 대
한 폭 넒은 이해와 긍정적인 태도를 갖추어야 할 것이며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배우는 대학에서 고령화시대에 발
맞춰 노인구강건강관리의 실무능력을 강화하고 필요로 
하는 핵심역량을 지닌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노인에 관
한 지식과 태도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파악하고 치위생
학 교육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G지역과 J지역에 있는 대학교의 치위생학 대상으로 
2019년 5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행하였다. 일반
적 특성과 노인에 대한 지식, 노인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설문지를 자기기입식으로 조사하였다. 289명을 편의 추
출하여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 대상자가 
연구에 참여하기로 서면에 동의한 학생 중에서 불성실하
게 조사한 3부를 제외한 258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
하였다. 대상자의 표본의 수를 G*power 3.1을 사용하였
다. 다중선형회귀분석으로 독립변수 7개, 효과의 크기.15
와 통계적 검정력 .95, 유의수준 .05를 맞춘 결과 요구한 
최소 표본 수는 153명으로 산출되었으므로, 변수 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데 만족한 표본의 수라고 할 
수 있다.

2.2 연구방법
설문지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7문항, 지식 25문항, 

태도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일반적 특성
노인구강보건 인식에 관련된 문항은 김[7]의 모체로 

형[8]이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학

년, 종교, 조부모 생존여부, 노인과 거주경험, 노인 자원
봉사 경험, 노인관련 교육 수강 경험, 노인구강건강 문제 
관심도 등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노인에 관한 지식
노인에 관한 지식에 관련된 문항은 Palmore[9]의 

FAQ1(The Fact on Aging Quiz 1) 도구를 빈[10]과 
임[11]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노인에 대한 
지식은 신체적·생리적 영역 11문항, 심리적 영역 6문항, 
가족 사회영역 8문항으로 총 25문항이었다. 지식 총점은 
각 문항별로 오답과 모르겠다는 0점, 정답은 1점으로 정
리하여 25문항에 대한 점수를 합하여 계산하였다. 즉, 지
식 총점은 최고 25점이고 최저 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관한 지식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다. 노인에 관한 
지식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0.679이었다.

3) 노인에 관한 태도
노인에 관한 태도에 관련된 문항은 Sander 등 [12]의 

의미분별척도를 임[11]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
다. 노인에 관한 태도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인들을 기술하는데 사용되는 상반되는 형용사 쌍으로 
1점에서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조사하였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노인에 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나타내
다. 노인에 관한 태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0.829이었다.

2.3 통계분석
SPSS ver 22.0(SPSS Inc., Chicago, USA)을 시행하

였다.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노인
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관한 지식과 태도의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고 사후검정은 
Scheffe multiple range test로 하였다. 노인에 관한 지
식과 태도의 상관성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시행하였다. 노인에 관한 지식과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노인에 관한 지식과 태도

Table 1과 같이 노인에 관한 지식의 하위요인 중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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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생리적 영역은 6.86점, 심리적 영역은 1.68점, 가족
사회영역은 2.07점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의 관한 지식 
전체 평균은 25점 만점 중에서 10.62점으로 나타났다. 
노인에 관한 태도 전체 평균은 3.15점으로 나타났다. 

Variables Mean±SD
Physical and physiological areas 6.86±2.25

Psychological areas 1.68±1.40
social familial areas 2.07±1.54

Total knowledge of the elderly 10.62±3.75
Attitude toward the elderly 3.15±0.41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관한 지식과 태도
Table 2와 같이 일반적 특성 중에서 학년은 1학년 

31.4%, 2학년 31.0%, 3학년 27.1%이었으며, 4학년이 
10.5%로 가장 적었다. 종교는 있다가 34.9%, 없다가 
65.1%이었고, 조부모 생존여부는 생존하고 있다가 
66.7%로 많았다. 노인과 거주경험은 있다가 43.0%, 없
다가 57.0%이었고, 노인 자원봉사 경험은 있다가 75.2%
로 많았다. 노인관련 교육 수강 경험은 있다가 56.2%, 없
다가 43.8%이었고, 노인구강건강 문제 관심도는 있다가 
59.7%, 없다가 40.3%이었다.

노인에 관한 지식의 경우 학년에서 2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나 4학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p=0.018), 노인구강건강 문제 관심도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p=0.007). 노인에 관한 태도는 노인 자원봉사 경험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48).

3.3 노인에 관한 지식과 태도의 상관성
Table 3과 같이 노인에 관한 지식과 태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p>0.05). 

Characteristic Knowledge Attitudes
Knowledge 1
Attitudes 0.235 1

Table 3. Correlation between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the elderly

3.4 노인에 관한 지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Table 4와 같이 노인에 관한 지식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은 노인구강건강 문제 관심도이었으며, 노인구강건강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경우 노인에 관한 지식이 높음을 의
미한다. 모형에 관한 적합도는 F값이 7.374, 유의확률은 
0.007으로 유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Variables B SE β t p
Elderly oral health 

concerns 1.277 0.470 0.167 2.716 0.007
F= 7.374 Adjusted R2 = 0.024

Table 4. Factors influencing the knowledge of the elderly

3.5 노인에 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Table 5와 같이 노인에 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은 노인 자원봉사 경험이었으며,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경우 노인에 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모형에 

Characteristic N(%)
Knowledge Attitudes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The Grade

1 81
(31.4)

10.41
±3.44

3.410
(0.018)

3.15
±0.44

1.097
(0.351)

2 80
(31.0)

11.50
±3.39

3.21
±0.48

3 70
(27.1)

10.51
±4.30

3.09
±0.34

4 27
(10.5)

8.96
±3.60

3.15
±0.28

Religion
Yes 90

(34.9)
10.23
±4.13 -1.179

(0.240)
3.14

±0.44 -0.182
(0.856)No 168

(65.1)
10.83
±3.52

3.15
±0.40

Table 2.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the elderl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Whether 
grandpare
nts survive

Yes 172
(66.7)

10.51
±3.57 -0.668

(0.505)
3.16

±0.43 0.382
(0.702)No 86

(33.0)
10.84
±4.09

3.14
±0.39

Living 
experience 
with the 
elderly

Yes 111
(43.0)

11.12
±3.46 1.862

(0.064)
3.16

±0.44 0.318
(0.751)No 147

(57.0)
10.25
±3.92

3.14
±0.39

Volunteer 
experience 

for the 
elderly

Yes 194
(75.2)

10.73
±3.61 0.813

(0.417)
3.18

±0.43 1.991
(0.048)No 64

(24.8)
10.29
±4.15

3.06
±0.35

Experienc
e in taking 
education 
related to 
the elderly

Yes 145
(56.2)

10.94
±3.76 1.541

(0.125)

3.13
±0.45 -0.823

(0.411)No 113
(43.8)

10.22
±3.71

3.17
±0.36

Elderly 
oral health 
concerns

Yes 154
(59.7)

11.14
±3.42 2.716

(0.007)
3.18

±0.45 1.594
(0.112)No 104

(40.3)
9.86

±4.08
3.10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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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적합도는 F값이 3.963, 유의확률은 0.048으로 유
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Variables B SE β t p
Volunteer experience for the 

elderly 0.120 0.060 0.123 1.991 0.048
F= 3.963 Adjusted R2 = 0.011

Table 5. Factors influencing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4. 논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의료기술이 급격하게 발전에 따른 

노인인구의 수가 증가하였다. 그에 따른 노인에 관한 구
강건강관리의 위한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됨에 따라 치위
생학 학생들의 노인에 관한 지식과 태도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파악하고 치위생학 교육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자 한다.

노인에 관한 지식의 전체 평균은 25점 만점 중에서 
10.62점이었고. 노인에 관한 태도 평균은 3.15점으로 나
타났다. 강[13]에 의하면 노인에 관한 지식의 전체평균이 
14.53점으로 본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지만 최[14]에 
의하면 치위생과 학생의 노인에 관한 지식 전체 평균이 
8.39점으로 보고되었으며 박과 이[15]에서는 11.78점으
로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결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
과는 치위생학 학생들의 노인에 관한 지식의 점수가 낮
게 나온 것은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노인관련 교육 수
강 경험이 있다가 56.2% 이였고 노인관련 교육의 수강 
경험이 없다가 43.8%로 결과가 나온 것을 볼 때 치위생
학 교육에서 노인과 관련된 지식과 태도의 교육이 방법
이나 내용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노인구강건강 문제 관심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노
인에 대한 태도는 노인 자원봉사 경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 등[16]에 의하면 치과위생사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실습한 경험이 있는 경우 노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주고 있다고 보고한 
바 치위생학 학생들에게 노인에 대한 실습을 확대할 필
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노인에 관한 지식과 태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p>0.05). 박과 이[15]에 의하면 노인에 관한 지식과 태
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에 관
한 지식의 강화가 필요하며 긍정적인 노인의 태도를 가

질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노인에 관한 지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노인구강건강 

문제 관심도이었으며, 노인구강건강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경우 노인에 관한 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에 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노인 자원봉
사 경험이었으며,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경우 노인에 관
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17]에 의하면 노인에 
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노인관련 자원봉사 
경험과 노인에 관한 지식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와 노
인 관련 자원봉사 경험과는 비슷한 결과였으나 노인에 
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와는 차이가 있었다. 
강[13]과 최[14] 연구결과에 의하면 노인들에게 자원봉
사 활동경험이 있는 대학생이 없는 대학생보다 노인에 
관한 긍정적 태도를 보고한 바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결과이다. 김[18]의하면 노인유사체험이 치위
생학 학생들이 노화에 관한 신체적인 이해를 높였으며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자
원봉사 활동 경험이 있는 치위생과 학생들이 노인에 관
한 긍정적인 사고로 노인을 이해하며 선입견을 없앨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대학교나 학과에서 노인을 
위한 동아리를 통해 자원봉사 활동을 확대하여 노인에 
관한 이해할 수 있는 폭도 확대가 되고 자기효능감도 높
일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의 장이 되길 기대해본다. 

일부지역의 J지역과 G지역에 있는 치위생(학)과 대상
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제한점이 있지만, 노인과 관련된 이론적 교육뿐만 아니라 
경험을 할 수 있는 실습 교육이 함께 강화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치위생학과 교육과정에서 치위생학 학생의 
노인구강건강관리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치위생학 학생
들에게 필요한 재가환자를 위한 방문구강관리 및 노인의 
의료 및 복지에 있어서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행위수가에 
대한 연구가 요구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2019년 5월 13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G지역

과 J지역에 있는 대학교에 치위생학 학생을 연구대상자
로 시행하였으며 치위생학과 학생의 노인에 관한 지식과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
은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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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에 관한 지식 전체 평균은 25점 만점 중에서 

10.62점이었다. 노인에 관한 태도 전체 평균은 3.15
점으로 나타났다.

2. 노인구강건강 문제 관심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노
인에 관한 태도는 노인 자원봉사 경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 노인에 관한 지식과 태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p>0.05).

4. 노인에 관한 지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노인구강건강 
문제 관심도이었으며, 노인구강건강 문제에 관심이 있
는 경우 노인에 관한 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노인에 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노인 자원봉
사 경험이었으며,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경우 노인에 
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치위생학과 교육과정에서 치위생학 학생의 노인구강

건강관리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에게 
필요한 재가환자를 위한 방문구강관리 및 노인의 의료 
및 복지에 있어서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행위수가에 대한 
연구가 요구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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