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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에 대한 노인의 친밀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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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Intimacy in Elders toward Nursing Perso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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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older adults' expression of intimacy to nursing personnel.
Methods: A convenience sample of 176 elders was recruited from older adults with admission experience in
hospitals or medical facilities. The study instrument for self-esteem was 4-point 10 items scale designed by
Rogenberg and translated by Jeon and for loneliness, a 5-point 10-items scale by Russel & Peplau and translated
by Won.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x2-test, and independent t -test using SPSS 15.0 program.
Results: The percentage of older adults with intimacy expression was 72.7%. Also, 76.6% of the group expression
intimacy considered gratitude to be the reason for expressing intimacy. There were no differences found in the
levels of self-esteem and loneliness between the group expressing intimacy and group not-expressing intimacy.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older adults' intimacy expression to nursing personnel may not express
sexual desire but express their loneliness or thankfulness. Therefore, nursing personnel should positively accept
the elders’ intimacy expression and develop programs with physical or social contact for older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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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노인의료의 일차적 목표는 질병의 치유이지만 질병의 치
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1. 연구의 필요성

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간
호인력의 노인에 대한 지식 조사에서 신체적, 생리적 영역

전 세계적으로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에서는 정답률이 높은 반면 심리적, 사회적 영역에서의 정

우리나라는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답률은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Park, 2006), 이는 사회적,

2007년 9.9%, 2009년에는 10.7%로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영적 간호를 포함하는 전인적인 간호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미 진입해있고 2018년은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으로 예상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09). 이는 앞으로

노인들이 병원을 선택할 때는 ‘최신의료장비의 구비’보다

도 계속해서 노인의 의료 이용률이 더욱 증가하고 의료계

는 ‘직원의 친절’과 ‘배려깊은 간호’를 우선적인 요인으로 고

의 주요고객은 노인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려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Yoon, Yu, Kim, & Lee, 2003)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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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은 관심과 사랑을 가장 필요로 한다. Dowling (2008)은

사료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간호인력이나 시설종사자들의

환자를 간호할 때 가족적 분위기에서 친구 역할을 해 줄 경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들은 활발하게 이루

우 친밀감이 잘 형성되고 이로 인해 간호사 스스로도 환자

어지고 있으나 노인의 친밀감 표현에 대한 관련 연구는 거

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처

의 없는 실정이다. 국외 연구를 살펴보아도 종양간호병동

럼 간호사와 환자와의 친밀한 관계는 간호 제공에 있어서

에서 간호사- 환자 간의 친밀감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가 시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할

도되었을 뿐(Dowling, 2008) 관련 연구가 많지 않다. 따라

것으로 보인다.

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주요 고객이 되

친밀감은 영어로 intimacy이고 그 어원은 그리스어인 in-

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전인적 간호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

tima (closet to; inner lining of blood vessel)로서 “가장

기 위해 1차적으로 노인이 간호인력에 대해 친밀감 표현하

가까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Park et al., 2008). 또

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한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한 친밀감의 사전적 의미는 ‘지내

친밀감 표현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불안이나

는 사이가 매우 친하고 가까운 느낌’으로 본 연구에서는 간

우울, 자아존중감 등과 같은 심리적 요인과 관련이 있는데

호인력과의 관계증진을 위해 스킨십을 포함한 모든 행동

국외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젊은 남성의 경우, 낮은 자아

(Kang, 2008)을 의미한다. 친밀감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

존중감이 친밀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awson,

적 친밀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신체적 친밀감 중에서도

Shih, de Moor, & Shrier, 2008). 또한 우울증 환자를 대상

비성적(non-sexual)인 친밀감은 부모, 조부모, 아동, 친구

으로 한 국내 연구(Sung, Choi, & Eum, 2010)에서는 손잡

및 애완동물들과 포옹하거나 만지기 등이 포함된다. 일반

아주기가 자아존중감과 자기표현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적으로 노인들은 질병이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나 배우자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 관계 이외에는 접촉이 용납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또한 노인들이 노년기에 경험하는 대표적인 어려움 중

접촉이 결핍된 상태의 노인들은 흔들의자에 앉아 몸을 흔

한 가지가 고독인데 Kim (2009)의 연구에서도 여성노인의

들거나 애완동물이나 아이를 쓰다듬는 행위, 음악이나 춤

경우 4고 중 고독감이 가장 큰 스트레스로 인지되었다. 이

을 통하여 접촉과 친밀감을 보상하려는 현상이 나타난다

는 노인의 특성으로 대표되는 역할이나 관계의 상실을 겪

(Yoon et al., 2010). 그러나 돌봄의 차원에서 간호사가 행

음으로 인하여 고독감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Kim &

하는 접촉이 노인과의 의사소통이 잘 되도록 해주고 그들

Oh, 2008). Park (2008)의 연구에서는 요양원에 있던 노인

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온

대상자가 누구라도 말동무를 해주면 좋겠다고 표현할 만큼

반면(Seo et al., 2006) 노인의 비성적인(non-sexual) 접촉

외로움을 호소하였으며 이러한 경우에 노인들은 고독감에

에 대해서는 오해나 민감한 반응이 유발되어 노인들은 친

대처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형성하려

밀감을 표현할 대상이 부족하다(Palmore, 1998). 접촉은

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거나 수동적으로는 TV를 시청하는

강력한 치료도구이며, 성적 표현, 감각 자극, 불안 감소, 지

방법으로 고독감에 대처하고 있었다. 한 연구(Mun & Kim,

남력 인지, 신체적-정신적 통증의 완화를 제공하는 방법이

2011)에서는 노인의 경우 반려동물이 삶의 질에 유의한 영

될 수 있지만 간호교육 과정에서 노인의 성에 대한 이론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이는 외로움과 소외감을

육이나 노인의 성적 욕구와 기능에 대한 실제적인 임상훈

느끼는 노인에게 반려동물이 손자 혹은 손녀와 유사한 가

련을 제공하지 못하여(Choi et al., 2010) 노인의 성 문제에

족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이 사회적, 촉각적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노인은 젊은 시절

접촉의 원천으로 노인의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의 접촉이나 포옹을 그리워하며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행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고려할 때 노인들

동에 의해 편안함을 찾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간호사는 그

이 고독감을 느낄 경우 상대방과의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

러한 행동들을 자극할 필요는 없지만, 그 아래 깔려있는 친

성하고자 접촉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

밀감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Seo et

라서 노인의 고독감을 고려하여 노인상담 분야에서는 노인

al., 2006)

의 욕구와 신체적, 심리사회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바탕에

현재 노인의 성과 관련된 연구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여

깔려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Kim, 2008). 이러한 선행

기서 성적 친밀감과 비성적 친밀감에는 구분이 필요하다고

연구들을 근거로 노인의 친밀감 표현이 노년기에 흔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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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 고독감이나 낮은 자아존중감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

고려하여 Cohen (1992)의 공식에 따라 ⍺=.05, power=

가를 살펴보는 것은 노인을 이해하고 노인 환자를 간호하

.80, 중간(medium) 효과크기인 .30을 기준으로 하고, df가

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국내·외

5개일 때 최소 표본수가 143명이었으므로 본 연구의 대상

연구를 살펴보아도 노인의 친밀감 표현이 어떠한 심리적 요

자 표본 수는 충분히 만족되었다.

인들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되어진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각 의료기관에서 실제적

3. 연구도구

으로 대상자를 돌보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간호사, 간호
조무사, 간병인 등을 포함한 간호인력에 대해 어떠한 친밀

1) 친밀감

감 표현을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친밀감 표현에 대한 간호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친밀감 표현을 조사하기 위해

인력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등을 알아보는 친밀감 표현 실

상대방과의 관계증진을 위해 시도된 스킨십을 포함한 손잡

태를 파악하고, 친밀감의 표현 유무가 노인의 심리적 요인

기, 껴안기, 쓰다듬기, 건드리기, 두드리기 등의 모든 행동

인 고독감 및 자존감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로 표시하게 하였다.

2. 연구목적

2) 고독감
대상자의 고독감은 Russell, Peplau와 Cutrona (1980)

본 연구는 노인의 친밀감 표현 실태와 친밀감 표현 유무

가 개발한 UCLA 고독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에 따른 고독감과 자아존중감 정도를 알아보는 것으로 구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

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척도이다. 가능한 총 점수의 범

y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본다.

위는 10~5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고독감 정도가 높은

y 대상자의 친밀감 표현 실태를 알아본다.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y 대상자의 고독감과 자아존중감 정도를 알아본다.

⍺=.93이었다.

y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친밀감 표현 유무를 알아본다.
y 친밀감 표현 유무에 따른 고독감과 자아존중감 정도를
알아본다.

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genberg (1965)가 개발
한 Self Esteem Scale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전혀 그렇

연구방법

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의 4점 Likert척도이
며 총 10문항(긍정적 문항이 5문항, 부정적 문항이 5문항)

1. 연구설계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능한 총 점수의 범위는 10~4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본 연구는 간호인력에 대한 노인의 친밀감 표현 실태와

연구에서의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82이었다.

친밀감 표현 유무에 따른 고독감과 자아존중감을 비교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0년 7월부터 8월까지였
으며,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5개 요양병원과 종합병원,

본 연구의 대상자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있는 병원

경로당을 방문하여 노인들에게 연구의 취지와 자료수집방

이나 요양시설에 현재 입원해 있거나 과거 입원해 본 경험

법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조사 중 언제라도 조사 참

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본 연구의 설문지는 모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으며,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남

두 익명으로 처리되며 본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결코 사용

녀 노인 17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하지 않을 것임을 제시하였다. 모든 설명을 들은 후 본 연구

2

연구 표본의 크기는 x -test를 실시하기 위한 표본 수를

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대상자들에 한하여 설문지를 배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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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이들로 하여금 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명하게 한 후 자
기기입식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일부 대상자들 중 직
접 설문지 작성이 어려운 경우는 대상자가 원하는 응답에
연구자가 기록하였으며, 설문작성에 걸린 시간은 평균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Age (year)

15~20분이었다. 총 187부를 배부하여 자료분석 시 응답이
불성실하여 신뢰성이 의심되는 불완전한 11부를 제외한 최

(N=176)
n (%) or M±SD

60~69
70~79
≥80

73.76±6.63
55 (31.3)
82 (46.6)
39 (22.2)

종 176부(94.1%)가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Gender

Male
Female

73 (41.5)
103 (58.5)

5. 자료분석

Marital status

Married
Others

101 (57.4)
75 (42.6)

Children

Yes
No

169 (96.0)
7 (4.0)

Religion

Yes
No

116 (65.9)
60 (34.1)

Economy

High
Middle
Low

11 (6.3)
123 (69.9)
42 (23.9)

Educational
level

No formal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Occupation

Yes
No

Living together
with

Spouse
Single
Spouse, children, &
grandchildren

87 (49.4)
67 (38.1)
22 (12.5)

State of health

Very good
Good
Moderate
Bad
Very bad

7 (4.0)
53 (30.1)
64 (36.4)
37 (21.0)
15 (8.5)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
산처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친밀감 표현실태,
고독감과 자아존중감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친밀감 표현유무를 알아
보기 위하여 x2-test를 실시하였고, 친밀감 표현유무에 따
른 고독감과 자아존중감 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independent t-test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73.76세로 70~79세 노인이 46.6%
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 볼 때, 여자노인이 58.5%였고 남자
노인은 41.5%였다. 현재 배우자가 있는 대상자는 57.4%였
고 대다수(96.0%)의 대상자가 자녀를 두고 있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65.9%였으며, 종교가 없는 대상자는

72 (40.9)
64 (36.4)
40 (22.7)
35 (19.9)
141 (80.1)

34.1%를 차지하였다. 본인이 생각하는 경제 수준은 ‘중간’
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69.9%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경제수

표현으로는 ‘손잡기’가 85.9%로 가장 많았으며 ‘쓰다듬기’

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대상자는 23.9%인 것으로 나타났

가 24.2%로 다음을 차지하였다. 대상자가 친밀감을 표현한

다. 대상자의 교육수준은 무학이 40.9%로 가장 많았고 초

상대방 간호인력의 연령은 40대가 42.2%로 가장 많았고,

등학교 졸업이 36.4%로 다음을 차지하였다. 대상자의

30대가 29.7%, 20대가 24.2% 순이었다. 대상자의 84.4%

80.1%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현재 배우자와 함께

가 간호사에게 친밀감 표현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11.7%

살고 있는 대상자가 4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건강상

는 간호조무사에게, 3.1%는 간병인에게 한 것으로 보고

태는 ‘그저 그렇다’가 36.4%이고 ‘좋다’가 30.1%였다.

하였다. 친밀감 표현을 했던 장소는 병원이 89.1%로 가장
많았고, 보건소나 개인의원 등의 기타장소는 7.8%로 나

2. 친밀감 표현 실태

타났다.
대상자들이 간호인력에게 친밀감을 표현한 이유로는 ‘고

본 연구에서는 간호인력에게 친밀감 표현을 해 본 경험

맙다고 느낄 때’가 76.6%로 가장 많았으며 ‘타인과의 접촉

이 있는 대상자가 72.7%였다. 대상자들이 사용한 친밀감

이 필요해서’가 15.6%, ‘손녀같이 느껴지기 때문’은 5.5%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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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외롭다고 느껴서’는 2.3%였다. 친밀감 표현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받아주면 좋겠다’가 16.4%로 나타났다

간호인력의 반응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임’이 60.2%이었고

간호인력에게 친밀감 표현을 해 본 경험이 없는 대상자

‘긍정적으로 호응을 함’은 39.1%이었다. 상대방의 긍정적

들은 친밀감 표현을 하지 않은 이유로 ‘표현이 서툴러서’라

인 반응에 대한 대상자의 느낌은 ‘기분 좋다’가 79.7%로 가

는 응답이 35.4%로 가장 많았고 ‘거부당할까 걱정되어서’

장 많았고 ‘고맙다고 느낀다’가 10.2%이었으며 ‘마음이 편

가 22.9%로 나타났다. ‘관심이 없어서’와 ‘기타’는 각각 20.8

하다’, ‘눈물이 났다’가 각각 3.1%였다.

%였다. 이들은 다른 노인들이 친밀감 표현을 하는 이유에

간호인력이 노인의 친밀감 표현을 성적인 욕구의 표출이

대하여 81.3%가 ‘고맙다고 느껴서’라고 생각하였다. 노인

라고 생각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아니다’가 93.8%

이 친밀감 표현을 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대해 주기를 바라

로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는가에 대해서는 ‘오해하여 기분나빠하지 않으면 좋겠다’

3.9%였으며, 대상자의 2.3%는 ‘그런 질문이 이해조차 가지

가 33.3%, ‘긍정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주기 원한다’는

않는다’는 반응을 나타내었다. 또한 대상자가 친밀감 표현

22.9%, ‘더 친절하고 가깝게 잘해주면 좋겠다’ 16.7%를 나

을 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대해 주기를 바라는가에 대한 응

타내었으며 ‘웃어주고 고마워해주면 좋겠다’와 ‘평상시처

답으로 ‘더 친절하고 가깝게 잘해주면 좋겠다.’가 50.0%이

럼 잘 대해주길 원한다’ 12.5%,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었고 ‘평상시처럼 잘 대해주면 좋겠다’ 17.2%, ‘긍정적이고

해주길 원한다’가 2.1%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State of Intimacy Expression
Variables

Categories

Expression of intimacy

Expression Group
Non-Expression Group

128 (72.7)
48 (27.3)

Types of Intimacy Expression† (n=128)

Holding Hands
Touch lightly
Tapping
Hugging
Shaking
Touch roughly
Pulling
Others

110 (85.9)
31 (24.2)
8 (6.3)
6 (4.7)
3 (2.3)
2 (1.6)
2 (1.6)
14 (10.9)

Age of nursing personnel (n=128)

20-29
30-39
40-49
50-59

Intimacy Expression target (n=128)

Nurse
Nurse's aid
Attendant
Care worker

Places of Intimacy Expression (n=128)

Hospital
114 (89.1)
Table 3. Degree of Loneliness and Self-Esteem
Nursing Home
2 (1.6)
Home
2 (1.6)
Variable
M±SD
Range
Others
10 (7.8)
Loneliness
37.83±7.73
13.00~50.00
Thankfulness
98 (76.6)
Self-esteem
30.51±4.98
10.00~39.00
Need for physical contact with anther person
20 (15.6)
Due to loneliness
3 (2.3)
They feel like grandchildren
7 (5.5)

Reasons for Expressing Intimacy (n=128)

Nursing personnel responses (n=128)

Accept naturally
Positive Response
Embarrassed

n (%)

31 (24.2)
38 (29.7)
54 (42.2)
5 (3.9)
108 (84.4)
15 (11.7)
4 (3.1)
1 (0.8)

77 (60.2)
50 (39.1)
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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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tate of Intimacy Expression (Continued)
Variables

Categories

Feeling when response from nursing
personnel is positive (object) (n=128)

Feel good
Feel thankful
Feel comfortable
Tearful
Want to compliment
Feel attracted
Lessened anxiety
Want to give something to eat

102 (79.7)
13 (10.2)
4 (3.1)
4 (3.1)
1 (0.8)
1 (0.8)
1 (0.8)
1 (0.8)

Feeling or attitude towards nursing
personnel after positive response (n=128)

Express more intimacy
No change

114 (89.8)
13 (10.2)

Types of nursing personnel attitudes
wanted by elderly people when
expressing intimacy (n=128)

Want to be treated positively
Treated kindly as usual
Want to be accepted positively and naturally
Don't want nursing personnel to refuse or be embarrassed
Want them to smile or appreciate the gesture
No wishes
Want them to respond with their hearts

Whether nursing personnel think the elder's
intimacy expression is from their sexual
desire or not (n=128)

No
Yes
Others

Reason for not expressing intimacy (n=48)

Awkwardness
Afraid of refusal
Absence of interest
Others

17 (35.4)
11 (22.9)
10 (20.8)
10 (20.8)

Opinion of non-expression people about
the reason why elderly people express
intimacy (n=48)

Thankfulness
Loneliness
Because they develop feeling for opposite sex
Others

39 (81.3)
3 (6.3)
1 (2.1)
5 (10.4)

Types of carer's attitudes wanted by elderly
people when expressing intimacy (n=48)

Don't want nursing personals to refuse nor feel ashamed
Want to be accepted positively and naturally
Want to be treated more kindheartedly
Want them to smile or appreciate the gesture
Want to be treated kindly as usual
Want them to respond with their hearts

16 (33.3)
11 (22.9)
8 (16.7)
6 (12.5)
6 (12.5)
1 (2.1)

Whether nursing personals think the elder's
intimacy expression is from their sexual
desire or not (n=48)

Yes
No

6 (12.5)
42 (87.5)

3. 고독감과 자아존중감 정도

n (%)

64 (50.0)
22 (17.2)
21 (16.4)
13 (10.2)
5 (3.9)
2 (1.6)
1 (0.8)
120 (93.8)
5 (3.9)
3 (2.3)

교유무(x2=5.62, p =.018)와 건강상태(x2=6.90, p =.032)
만이 친밀감 표현유무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즉, 친밀감

대상자의 평균 고독감은 37.83으로 13.00점에서 50.00

표현을 한 집단에서는 종교를 가진 경우가 71.1%였고, 친

점까지 측정되었고, 자아존중감 평균은 30.51점으로 10.00

밀감 표현을 하지 않은 집단에서는 종교를 가진 경우가

점에서 39.00점까지 측정되었다(Table 3).

52.1%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밀감 표현을 한 대상자
의 건강상태는 ‘보통’이 가장 많았고, 친밀감 표현을 하지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친밀감 표현 유무

않은 대상자들은 건강상태를 ‘좋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
장 많았다(Table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친밀감 표현 유무를 살펴본 결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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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친밀감 표현유무에 따른 고독감과 자아존중감

본 연구는 간호인력에 대한 노인의 친밀감 표현 실태와
친밀감 표현 유무에 따른 고독감과 자존감을 비교하기 위
하여 시도되었다.

친밀감 표현 집단과 친밀감을 표현하지 않은 집단 간의
고독감(t=0.21 p =.831)과 자아존중감(t=1.56, p =.123) 통

본 연구에서는 72.7%의 대상자가 친밀감 표현을 해본 경
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선행연구 중 노인의 간호인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력에 대한 친밀감 표현이나 이에 대한 간호인력의 반응 등

논

에 관한 연구를 찾아보기가 어려워 타 연구와의 비교는 쉽

의

지 않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노인들의 다수가
Table 4. Expression or Non-expression of Intimacy Depending on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ression group
(n=128)

Non-expression group
(n=48)

n (%)

n (%)

(N=176)
2

x

p

Age (year)

60~69
70~79
≥80

43 (33.6)
54 (42.2)
31 (24.2)

12 (25.0)
28 (58.3)
8 (16.7)

3.68

.159

Gender

Male
Female

48 (37.5)
80 (62.5)

25 (52.1)
23 (47.9)

3.06

.080

Marital status

Married
Others

75 (58.6)
53 (41.4)

26 (54.2)
22 (45.8)

0.28

.597

Children†

Yes
No

122 (95.3)
6 (4.7)

47 (97.9)
1 (2.1)

-

.676

Religion

Yes
No

91 (71.7)
37 (28.9)

25 (52.1)
23 (47.9)

5.62

.018

Economy†

High
Middle
Low

8 (6.3)
92 (71.9)
28 (21.9)

3 (6.3)
31 (64.6)
14 (29.2)

-

.590

Education

No formal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50 (39.1)
47 (36.7)
31 (24.2)

22 (45.8)
17 (35.4)
9 (18.8)

0.87

.648

Occupation

Yes
No

24 (18.8)
104 (81.3)

11 (22.9)
37 (77.1)

0.38

.537

State of health

Good
Moderate
Bad

40 (31.3)
54 (42.2)
34 (26.6)

20 (41.7)
10 (20.8)
18 (37.5)

6.90

.032

†

Fisher's exact test.

Table 5. Comparison of Loneliness and Self-esteem in Expression Group and Non-Expression Group
Expression group
(n=128)

Non-expression group
(n=48)

M±SD

M±SD

Loneliness

37.91±7.07

Self-esteem

30.95±4.12

Variables

(N=176)

t

p

37.63±9.35

0.21

.831

29.33±6.68

1.56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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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에 대해 친밀감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여 향후 이

로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Yeo (2003)의 연구에서

에 대한 간호인력의 태도나 자세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노인이 손을 잡거나 농담을 하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겠다. 대상자

면 성적 욕구 표출 대상으로 느껴 불쾌하다는 반응이 30대,

들 중 90.1%의 노인이 간호인력의 손을 잡거나 쓰다듬는

20대, 40대, 50대의 순으로 3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등의 접촉을 통해 관심을 표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것은 본 연구에서 노인들의 친밀감 표현대상이 40대 30

한 노인들이 친밀감을 표현한 대상자의 84.4%가 간호사인

대 20대 50대 순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서로 간에 전혀 다른

것은 대상자들이 그래도 가장 빈번하게 만나는 인력이 간

시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 ‘간호

호사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간호사들은 노인들

인력이 노인의 친밀감 표현을 성적 욕구의 표출이라고 생

의 친밀감 표현에 대해 정서적으로 인지할 수 있어야 할 것

각한다면’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간호인력에게 친밀감 표현

이다.

을 한 노인의 그룹에서 93.8%, 친밀감 표현을 하지 않은 그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은 간호인력에게 ‘고맙다고 느껴서’

룹의 87.5%가 성적인 욕구의 표출이 아니라고 응답하여 노

친밀감 표현을 하는 경우가 76.6%로 나타났다. 병원에서 행

인들의 친밀감 표현은 대개 성적욕구의 표현이 아님을 보

정직원 및 간호사의 친절도가 환자들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

여주었다. 노인의 성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노인을

는 주요 이유가 되는데(Yun, Jang, & Moon, 2008), 고마움

더 이상 무성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노인의 성에 대한 영역

(gratitude)을 느꼈을 때 호감(attraction), 친밀감(intima-

이 간호교육자의 특별한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으며(Kim,

cy), 편안함(comfort)에 모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

2000), 노인의 성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로 보고된 연구논문(Lee, 200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또한 간호학생 등이 실습현장에서 노인들을 대할 때 일부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고마움을 느낀 결과로 친밀감 표현을

노인들이 손을 잡고 놔주지 않거나 몸을 만지려 한다거나

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을 돌보게 되는

하는 행위들로 인하여 친밀감 표현이 성적욕구와 관련지어

간호인력들은 노인들의 친밀감 표현이유를 이해하고 수용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노인에 대한 성교육이 노인을 지나

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게 성적인 존재로 보게 되어 자칫 친밀감 표현에 대한 오

친밀감 표현을 했을 때 간호인력의 긍정적인 반응에 대

해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한 노인의 느낌은 ‘기분이 좋거나 고맙게 느끼는 경우’가

피해자는 모욕감을 느끼는데 반하여 가해자는 친밀감 표

89.9%였다. 이처럼 간호인력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

현이라 할 수 있는 경우가 성희롱이고, 성희롱의 판단근거

로 받아들인 노인들은 간호인력에 대해 더 친밀감 있게 느

는 피해자의 관점을 따르는 것이므로 친밀감 표현으로 인

꼈다고 응답하였고 계속 따뜻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기

식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타인과의 접촉이 필요하거나

를 기대하고 있었다. 친밀감의 표현과 사회적 맥락에서의 애

(15.6%), 외롭다고 느끼거나(2.3%), 손녀같이 느껴지기 때

정은 행복의 정도를 좀 더 높이고(Sandhya, 2009), 신체적,

문에(5.5%) 친밀감 표현을 하게 되는 것도 성적인 욕구 때

비신체적 친밀감은 대상자들의 안녕에 중요하므로(Loue,

문이라고 단정짓는 것보다 노인의 친밀감 표현의 진정한

2005) 친밀감 표현은 간호인력이 추구해야 할 대상자의 건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강증진의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

그러므로 노인의 성은 육체적인 성의 의미보다는 포괄적인

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노인들의 친밀감 표현에 대한 간호

사회적 개념으로서의 성으로 받아들이며 노인 관련 성교육

인력의 긍정적인 반응은 노인 대상자들로 하여금 매우 감

이 지나치게 성적이거나 지나치게 배타적이 되지 않도록

사하고 편안하게 느끼게 하는데 불친절을 민감하게 느끼는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0대, 30대 등(Park, Shin, & Kim, 1996)에 비하여 노인 대

친밀감 표현을 해 본적이 없는 대상자의 경우, 친밀감 표

상자들은 작은 친절에도 큰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여겨진

현을 하지 않는 이유로 표현이 서투르거나 거부당할까 걱

다. 이는 간호인력이 노인의 친밀감 표현에 대하여 자신의

정되어서가 58.3%로 나타남으로써 노인의 심리적 특성 중

편견에 따른 태도를 취하지 말고 적극적인 관심과 친절을

행동과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조심성의 증가(Yang, Kim,

보여주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Kim, & Jung, 2006)가 친밀감 표현을 하지 않는 이유로 보

간호인력이 노인의 친밀감 표현을 성적인 욕구의 표출이

여진다. 친밀감 표현을 한 적이 없는 대상자들에게 친밀감

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아니다’가 93.8%

표현을 한 대상자들이 왜 그런 표현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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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도 ‘고맙다고 느껴서’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친밀감을 표현한 집단과 표현하지 않은 집단 간의 고독

가 81.3%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비록 친밀감 표현을 해

감 정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노인들의 고독감

본 적이 없더라도 경험이 있는 노인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

이 자녀에 의한 지지가 있을 때 가장 감소되었고, 배우자,

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친밀감 표현 유무를 막론하고 대

친구 순으로 고독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던 결과(Chalise,

부분의 노인들의 간호인력에 대해 원하는 반응은 친절하게

Kai, & Saito, 2010)에서 볼 수 있듯이 노인의 고독감은 가

긍정적으로 자신들의 친밀감 표현을 받아들여주기를 기대

족이 아닌 간호인력과의 관계에서는 그다지 큰 관련성이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친밀감 표현을 할

없는 것으로 유추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고마운 마음에 친

때 직원들이 더 친절하고 가깝게 잘해주면 좋겠다는 응답

밀감을 표현한다고 응답한 결과를 고려할 때 대상자의 친

은 친밀감 표현이 성적인 표현이 아니며 사랑과 관심을 받

밀감 표현은 고독감과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 노인

는 자체가 노인들에게 중요한 일임을 표현해주고 있다고

의 고독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른 각도에서 관련 요인들

볼 수 있다.

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자아존중감의 경우에도 친밀감

본 연구대상자의 평균 고독감은 37.83으로 노년기 부부

표현 유무와 관련이 없었는데 이는 제한적인 대인관계를

를 대상으로 한 연구(Lee, 2005)에서 제시된 남편의 고독

하고 있는 노인들은 손상된 자아존중감을 보상하기 위해

감 25.3과 아내의 고독감 25.2보다 높은 결과이다. 이는 배

안정적이고 친밀한 대인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우자 유무에 따라 고독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한 Lee와 Kim (2010)의 주장과는 다른 결과이다. 따라서

일 수 있는데(Kim & Um, 2006) 본 연구대상자의 42.6%가

노인의 친밀감 표현이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친밀감을 표현할 배우자가 없어 다소 고독감 정도가 높게

연구는 좀 더 다수의 대상자를 확보하여 반복 연구를 시도

나온 것일 수도 있다. 또한 대상자의 평균 자존감은 30.51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 지역의 20~65세
주민을 대상으로 한 Min (2010)의 연구결과인 30.42와 거

결론 및 제언

의 유사한 수준이다. 그러나 요양원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의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Kim (1999)의 연구에서 나타

본 연구는 간호인력에 대한 노인의 친밀감 표현실태와

난 자아존중감 점수인 23.70과 비교할 때 본 연구대상자의

친밀감 표현 유무에 따른 고독감과 자존감을 비교하기 위

자존감은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Kim (1999)의 연

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구에서 조사되어진 대상자는 만성통증을 가진 요양원 여

같다. 대상자의 다수가 간호인력의 손을 잡거나 쓰다듬는

성노인이므로 대부분이 보통 정도의 건강상태를 가지고

등의 접촉을 통해 간호인력에게 친밀감을 표현하였고, 그

있는 본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

들은 대부분 고마운 마음에서 간호인력에게 친밀감을 표현

로 보인다.

하고 있었다. 그리고 친밀감 표현을 해 본 집단과 그렇지 않

일반적 특성과 친밀감 표현 유무와의 관계에서는 종교유
무와 건강상태만이 친밀감 표현유무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

은 집단 간의 자존감과 고독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다. 이는 종교의 경우, 종교생활을 많이 할수록 노인은 생활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볼 때 앞으로 간호인력의 노인

의 만족을 더 높게 인지하는 경향이 있고(Jeon & Park,

교육에 노인들의 친밀감 표현 동기, 또는 친밀감 표현을 못

2006) 종교활동을 하는 경우 종교활동 자체가 사람들을 좀

하게 되는 동기, 친밀감 표현의 필요성 등에 대한 내용을 포

더 사교적이고 적극적으로 만들어 친밀감 표현에도 더 적

함시켜 노인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게 할 필요가 있

극적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건강상

다. 또한 향후에는 간호인력이 노인들의 친밀감 표현에 대

태의 경우도, 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할수록 일상생활 수

하여 어떻게 느끼고 반응하는가를 좀 더 심층적으로 조사

행능력과 생활만족도가 높으므로(Kang & Lee, 2007) 건

하여 간호인력의 노인관을 알아보고 노인들과 간호인력간

강상태가 좋다고 지각하는 경우 간호인력의 관심을 필요로

의 견해 차이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 않을 수 있고,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경우에도 다

노인과의 직접적인 접촉 경험이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려는 의지조차도 갖기 힘

태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변인이므로 간호인력으로 하여

들 것으로 사료되어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을 수 있다.

금 직접적이고 긍정적 접촉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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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는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들의 접촉

society and edu-work-fare policy. Korean Journal of Wel-

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여 노인들이 신체적, 사회적 친밀감

fare Counseling, 3 (1), 1-23.

을 표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함으로써 상
대방에게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하여 이에
따른 노인들의 자존감과 고독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중재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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