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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ee the attitude and perception of the university students,
the ones mainly responsible for supporting the elderly of the society in the future, toward
dementia and problems of supporting the elderly. The study subjects were total 374 (male
131; female 243) university students selected from four 4-year colleges located in G city. A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and collected during the period of April-13 through May-30.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WIN 12.0, in the methods of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ANOVA, Scheffeˊ-test as post verification, Coeffici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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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The
students’ attitude toward dementia marked higher than the mean-average. And the students’
attitude about their supporting the elderly exhibited an upper-middle score, with the highest
score on the supporting the elderly as a service but with the lowest as the emotional support.
2) There has been some difference in attitude toward dementia according to the students’
gender, major, having a religion or not, and having taken some classes concerning the elderly
welfare; while some difference arose as to their supporting the elderly in the areas of the
students’ major, having a religion, and experience of living with grandparents. 3)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students' attitude toward dementia and their
perception as to supporting the elderly. Especially, there was a high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ir emotional support of the elderly and their attitude, whether emotional or behavioral,
toward dementia. And the emotional support of the elderly was the best predictor that
indicates most clearly the students’ attitude as to dementia.
주요어(Key Words)：대학생(University Students), 치매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Dementia), 노
인 부양의식(Supporting the Elderly)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는 인간의 평균수명연장으로 인해 노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의 인구가 2000년 7.2%가 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8
년에는 14.3%가 될 전망이고, 2026년에는 20.8%로 도달하여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
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05).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공통적인 문제점으로는 건강, 소득원,
여가활동, 사회적 역할 등 크게 4가지가 있으며(조현오, 2000), 세계 유례없는 수준으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노인과 그 부
양가족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건강이라 하겠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유병노인의 인구도 증가되고 있어,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1999년
에 조사된 65세 이상 노인의 유병율은 38.9%였으나, 2003년에는 47.3%로 4년 사이에 10%가
량 증가하였다(통계청, 2000, 2004). 노인인구의 유병율 증가에 따라 치매의 유병율 역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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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보고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치매 증상을 보이는 비율, 즉
치매 출현율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발생율이 8.3%라고 보고
하였고, 2010년에는 8.6%, 2015년에는 9.0%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한국경제, 2003.
4.29).
이렇듯 치매노인의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치매가 일단 발병하면 치료가 어렵고 장
기적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며 치매노인 자신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질병
이라는 측면에서, 치매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연구를 비롯한 치매노인을 위
한 사회적 지원체계 및 보건 의료 서비스 구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치매를 자연스러운 노화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치병, 단순히 ‘노망’이라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시설보호를 받고 있는 치매노인의 비율은 3%에 불과하여 대
부분 가정보호에 의존하고 있다(서진상, 2004).
지금까지 이루어진 치매에 대한 연구는 치매 질병 자체와 치매노인에 관한 연구, 치매노인의
부양가족에 관한 연구, 그리고 치매노인을 위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부양체계 및 시스템에 대
한 연구들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치매에 대한 연구 중에는 치매발생에 대한 연
구(박종한, 조성완, 1997)와 노인의 인지기능 장애유무와 정도를 판별하기 위한 측정도구에 관
한 연구(권용철, 박종한, 1989; 박종한, 1993) 등이 있다. 그리고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가족과
관련된 연구로는 치매노인 가족의 부양부담에 관한 연구(김은주, 2006; 손영주, 2006; 이용석,
2006; 정환교, 2005; 최연옥, 2005)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치매노인을 위해 요구되
는 사회적 부양체계에 관한 연구(김윤재, 2004; 이임수, 2006)도 최근들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치매의 치료와 치매환자의 현실적 적응을 위해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여러 치료 접근
법들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도복늠, 2005; 류은정, 2005)도 등장하고 있다.
이렇듯 치매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치매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이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이 걸릴지도 모르는 치매에 대해 이들이 어떠
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치매노인에게 갖는 부정적 태도
가 치매노인이 필요한 수발을 하는데 있어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이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는 주장(김정희, 2000)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자가 치매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대하느냐에 따라 대상 노
인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인이 가진 치매에 대한 태
도가 과연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며, 그 중에서도 성장과정에서 사회적․경제
적․문화적 경험이 기성세대와 다르고, 미래 치매노인의 주부양자가 될 가능성을 가진 대학생들
을 대상으로 그들이 가진 치매에 대한 태도를 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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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구학적 변화는 가족관계 역동성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부양의식
및 형태의 변화도 가져왔다(홍달아기, 하근영, 2002). 그리고 70년대를 전후하여 급속도로 전
개되어온 사회변동 속에서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인구의 고령화, 핵가족화의 외형적 변화와
여성의 사회활동의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전통적인 가족주의적 가치관의 변화는 가족의 노인
보호기능을 현저히 약화시켜 필연적으로 현대가족의 노인부양체계에 상당한 우려와 문제를 제
기하게 되었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공적부양체계가 미흡한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부양이 거의
가족체계에 의존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날로 증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조현오, 2000).
노인부양의 대부분을 가족이 맡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가장 힘든 것은 아마 유병노인의 부양일
것이다. 특히 치매는 질병의 진행과 더불어 환자가 인지적․행동적․정서적 장애를 경험하게 되
는 만성소모성 질환으로 다른 만성질환자를 보살피는 것보다 치매노인의 부양가족의 어려움은
실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적으로 2005년도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은 가족에게 피
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치매를 가장 두려운 질병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경향신
문, 2005.10.3).
최근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개발원에 의뢰하여 전국가족실태조사를 한 결과(중앙일보, 2006.
3.3)를 보면, 노인부양의식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15세 이상의 응답자 중 39%가
‘부모는 능력 있는 자녀가 모셔야 한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가부
장적인 확대가족제도에서 당연시 되어오던 가치관인 장남이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장남 위주의
부양의식이 크게 변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응답자 4명 중 1명(26%)은 ‘부모 스스로
살아야한다’고 응답하여 가족이 가진 노인보호기능이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2002년 자료(9.6%)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또한 노인을 돌보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서는 경제적 이유(39%), 신체적 고단함(21%), 정신적 스트레스(12%)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모시는 것에 대해서는 60%(남성 63%, 여성 57%)만이 가족이 돌봐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어, 아직까지 치매노인을 위한 사회적 보호시스템이 부족한 제도적 현실 속
에서 치매노인 부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노인부양의식이 약화되고 치매유병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는 미래
노인부양의 주책임자가 될 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태도와 노인부양의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대학생이 현재 가지고 있는 치매에 대한 태도나 노인부양의식이 직접적인 부양주체가 되는 중
년기까지 지속될 것인지의 의문이 있긴 하지만, 대학생은 다음 세대의 부양책임자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대학생은 앞으로 전개될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까지의 변화를 가장 가
까이에서 체험할 세대이기 때문에(정계숙, 박성미, 김정신, 1995) 이들이 가진 치매에 대한 태
도 및 노인부양의식은 노인문제의 해결 뿐 아니라 세대간의 갈등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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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연구 대상자의 배경특성에 따라 노인을 대하는 태도(류희선, 2004; 이현미, 2005)나
노인부양의식에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고정자, 이은민, 2000; 김지영, 2002)를 토대로, 대학
생의 배경특성에 따른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치매에 대한 태도와 노인부양의식의 차이를 살
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인부양의식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선행연구
(고정자, 이은민, 2000; 김수혜, 1993)결과에 비추어 볼 때, 노인성 질환에 대한 태도와 노인
부양의식 간에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치매노인의 가족원들이 치매노
인을 부양하는 데에는 평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치매에 대한 태도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
되므로, 이에 본 연구는 치매에 대한 태도와 그들이 가진 노인부양의식 간의 관계와 그 영향력
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태도와 노인부양의식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2) 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태도와 노인부양의식은 배경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3) 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태도와 노인부양의식과의 관계는 어떠하며, 노인부양의식이 치매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치매에 대한 태도
태도는 “어떤 사람, 사람의 집단, 대상물 또는 대상물의 집단에 대해 일괄적이고 좋아한다거
나 싫어한다는 평가적인 견해로서 대상에 대한 개인의 감정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행동하려는
학습된 성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진용일, 1993). Weiten(1992)은 태도를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소들의 복합물이라 보며, 인지적 요소는 사람들이 대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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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요소는 대상에 의해 자극된 정서적 감정, 행동적 요소는 대상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행
동하는 성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태도는 인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 행동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3가지 구성요소들
이 상호 연결되어 일정한 조직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라고 볼 수 있다. 이 가운
데 태도의 정서적 요소(affective component)는 실제적인 대상 혹은 대상에 대한 상징적인 묘
사가 개인 내에 유발되는 감정 또는 정서를 의미하며, 인지적 요소(cognitive component)는 태
도 대상에 대한 개인의 사상과 생각 그리고 인식과 확신을 의미한다. 그리고 행동적 요소
(behavior component)는 태도 대상물에 대한 개인들의 전반적인 행동적 경향을 의미한다(차배
근, 1985).
치매노인은 그 질병의 특성상 의존적이 되며, 증상이 진행됨에 따라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있어서도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므로,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자가 치매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대하느냐에 따라 대상 노인의 삶의 질이 달라질 만큼 치매에 대한 태도는 중요
하다. 국제알쯔하이머협회의 치매환자와 간호자를 위한 헌장에 ‘치매를 가진 사람은 가치와 위
엄을 가진 사람으로 남아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명
시되어 있는(Graham, 2000)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치매노인의 부양에 있어 치매노인에 대한
인간적인 존중의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치매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들은 2000년 이후 치매노인 가족과 일반인
을 대상으로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1990년대에 최초로 73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노망에 대한 개념과 태도를 조사한 김영란(1993)의 연구 결과, 노망의 원인을 하나의 병으로
여기기보다는 신체허약 또는 자연스러운 노화과정으로 보고 정신과 치료나 도움을 거부하고 있
는 태도를 가진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0년에 들어 일반인이 가진 치매
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조현오(2000)의 연구에서는 치매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치매환자와는 가능한 한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혹은 ‘치매에 걸린
노인은 그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돌아가시는 편이 낫다’ 등의 정서적 태도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면을 보였다. 즉 치매인구의 증가와 발병 시점의 저연령화 등의 치매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점은
더욱 부각되고 있지만, 일반인이 가진 치매에 대한 정서적인 태도는 1990년대에 비해 크게 달
라진 바 없이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매에 대한 태도를 사람들이 치매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로 파
악하고 치매에 대한 인지적 요소는 치매에 대한 지식과 유사하다고 생각되어, 정서적 요소와 행동
적 요소만을 치매에 대한 태도에 포함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가진 치매에 대한 태도를 정서적인 태도와 행동적인 태도로 구분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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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부양의식
부양은 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관계로부터 그때그때 필요로 하는 자원을 얻는 과정
이며, 한 개인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서적, 인식적, 물질적 도움을 얻는 것이다(한경순,
1999). 따라서 노인부양은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뜻하며(김지영, 2002),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빈곤, 신체적 퇴화로 인한 문제, 사회․심리적인 고독감에 대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돕는 것(조성희, 2003)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노인의 부양은 부양의
식과 부양행동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할 수 있는데, 부양행동은 부양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구체화
될 수 있으므로 노인에 대한 부양행동을 예측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근거로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는 그 의의를 가진다 하겠다.
부양의식이란 개인이 부양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나 의식으로서 사회적 또는 도덕적 가치
가 내재해 있는 것으로, 노인부양의식은 경제적․정서적․서비스적 여건이 열악한 노인의 욕구
를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경제적 부양, 정서적 부양, 서비스적 부양으로 분류하여 파악할 수
있다(홍달아기, 하근영, 2002). 구체적으로 노인에 대한 경제적 부양이란 노인이 필요로 하는
돈이나 물질을 제공하는 것으로, 노년기에 있어서 경제적인 안정은 생계유지의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뿐 아니라 건강유지, 여가활동, 더 나아가 자아실현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이므로
노인을 부양하는 자에게는 가장 기본이 되는 부양의 형태이고, 이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 자체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정서적 부양은 노년기에 나타나는
심리적으로 변화된 노인의 고독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노후를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정서적 위로와 인격적 대우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을 말한다. 노년기의 정서적 변화는 직장에서의 퇴직, 배우자의 사별, 자녀의 독립, 친구의 죽
음 등 주로 역할 상실에 의해서 초래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역할 상실로 인해 공허함이나
외로움, 소외감 등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고독은 정서의 불안정을 초래하여 노화에도 큰 영향
을 미치는 요인(황인수, 2000)으로 지적될 만큼 노인의 삶에 중요하며, 경제적 부양이나 서비
스적 부양과는 달리 공적인 부양에 의해서는 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즉 애정에 근거를 둔
부양이므로 노인부양가족에게는 특히 강조되는 부양형태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노인에 대한 서
비스적 부양은 노인들의 신체적 조건에 따라 식사, 목욕, 세탁, 심부름, 간호 등 노인이 필요로
하는 보살핌과 시중을 드는 것을 말한다. 노화의 과정을 겪는 노인들은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
고, 유병율도 증가되어 건강상의 욕구가 점차 증가하는 과정에 있으나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 획득의 기회나 수단은 점차적으로 제한되는 경향을 보이므로(김지영, 2002),
노인 부양자의 서비스적 부양의식이 절실히 요구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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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부양의식의 변화는 세대 간의 부양에 대한 기대욕구와 이용 가능한 자원을 예측하게
하므로 서구사회에서도 의식 및 태도 변화가 부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이가옥, 1990), 우리나라에서도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가 노인부양가족, 특히 중장
년층 성인 남, 여를 대상으로 하거나 노인부양의 주책임자인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비교적 활발
히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부양의식을 조사한 연구는 1995년 이후 매년
1~2편 정도의 학위논문만 배출될 만큼 미비한 실정이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부양
의식을 개인이 노인부양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나 의식이라 정의하고, 노인문제에 대한 별다
른 대책 없이 고령사회로 진입해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현재의 젊은이들은 노인 세대를 부양하
거나 책임져야할 부양세대이며(김은경, 2003), 장래 사회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회
적 계층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부양의식 정도에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태도와 노인부양의식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G도 G시에 소
재한 4년제 4개 대학의 학생 총 3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배경특성
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의 배경특성
변 인
성별
연령
출생순위
전공

내 용
남자
여자
만 20세 미만
만 20세 이상 ~ 만 22세 이하
만 23세 이상
첫째
막내
인문․사회 계열
자연․공과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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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131
243
129
161
83
176
140
222
120

％
35.0
65.0
34.6
43.2
22.3
55.7
44.3
64.9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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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유무
노인복지수업 수강 여부
조부모 생존 여부
조부모와 동거경험 유무
가족 내 치매노인 유무

있
없
있
없
있
없
있
없
있
없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224
148
81
292
260
114
223
151
27
347

60.2
39.8
21.7
78.3
69.5
30.5
59.6
40.4
7.2
92.8

무응답의 경우 결측값으로 처리되어 빈도수간에 차이 있음.

2. 측정도구
1) 치매에 대한 태도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조현오(2000)의 치매태도 척도
를 일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개의 하위영역, 즉 ‘치매 환자는 쓸모없는 존
재라고 느껴진다’ 등의 5문항으로 구성된 정서적 치매태도와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간단한 테
스트를 받아보고 싶다’ 등의 5문항으로 구성된 행동적 치매태도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5
점 Likert식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거의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
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정적 질문으로 제시된 문항은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치매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치매에 대한 정서적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의미는 치매라는 질병 자체 또는 치매노인에 대해 혐오스럽고 부끄럽게
여긴다기 보다 치매노인을 인간적으로 대할 수 있는 정서적 태도를 말한다. 그리고 치매에 대한
행동적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의미는 치매라는 질병에 대한 관심이 높고, 예방 의지도 강하며,
그 치료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가짐을 뜻한다. 치매에 대한 태도 전체의 신뢰도는 .77,
정서적 치매태도 .71, 행동적 치매태도 .72로 나타났다.

2) 노인부양의식
노인부양의식을 알아보기 위한 척도는 고경애(1990)가 사용한 척도를 일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고경애(1990)는 경제적 부양의식과 신체서비스적 부양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Tuckman과 Lorge(1953)의 척도를 기본으로 김태현(1981)이 사용하였던 20개의 항목을 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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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고, 정서적 부양의식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김종숙(1986)이 작성한 항목을 재사용하였다.
노인부양의식 척도는 경제적 부양의식(10문항), 정서적 부양의식(10문항), 서비스적 부양의
식(10문항)의 3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문항 수는 30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거의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
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을 부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부양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노인부양의식 전체의 신뢰도는 .93, 경제적 부양의식 .84, 정서적 부양의식 .82, 서
비스적 부양의식 .88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및 처리
본 연구에서는 G도 G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 4개 학교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2006년 4월
13일부터 5월 30일까지 총 49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이중 회수되지 못하거나 응답이 불성실
한 116부를 제외한 총 374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과 사
후검증인 Scheffé-test,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태도와 노인부양의식의 일반적 경향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치매에 대한 태도의 평균은 3.93으로 나타나 대학생들의 치매에
대한 태도가 평균보다 약간 높음을 알 수 있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행동적 치매태도(M=4.00),
정서적 치매태도(M=3.86) 순으로 나타나, 대학생들은 치매에 대해 느끼는 정서적인 감정보다
예방 및 치료 의지 등을 나타내는 행동적인 측면에서 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인부양의식의 평균은 3.92로 나타나 대학생들의 노인부양의식이 보통 상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적 노인부양의식(M=4.05)이 하위영역 중 가장 높
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경제적 노인부양의식(M=3.96), 정서적 노인부양의식(M=3.7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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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부양의식 중 노인의 신체적인 조건에 따라서 노인이 필요로 하는 보살
핌과 시중을 제공하고자 하는 부양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노인이 필요로 하는
돈이나 물질을 제공하는 부양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노년기의 심리적 변화로 생기는 노인
의 고독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위로를 제공하며 인격적 대우를 통해 노인의 욕구를 충족
시키고자 하는 정서적 부양의식은 다른 하위영역에 비해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2> 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태도와 노인부양의식의 평균과 표준편차
하위영역
정서적 치매태도
행동적 치매태도
치매태도 전체
하위영역
경제적 노인부양의식
정서적 노인부양의식
서비스적 노인부양의식
노인부양의식 전체

M
3.86
4.00
3.93
M
3.96
3.75
4.05
3.92

N=374

SD
.64
.62
.53
SD
.46
.48
.51
.42

2. 배경특성에 따른 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태도와 노인부양의식
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태도와 노인부양의식이 배경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
기 위해 one-way ANOVA와 사후검증인 Scheffé-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 <표
4>와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치매에 대한 태도는 대학생의 성별, 전공,
종교유무, 노인복지 수업의 수강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의

경우,

치매태도

전체(t=-2.76,

p＜.01)와

행동적

치매태도(t=-3.21,

p＜.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여자가 남자보다 전반적으로 치매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치매에 대한 예방의지가 높고 치료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그
리고 전공의 경우 치매태도 전체(t=2.09, 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자연․공과 계열의
대학생보다 인문․사회 계열의 대학생이 전반적인 치매 태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유무의

경우,

치매태도

전체(t=2.26,

p＜.05)와

정서적

치매태도(t=2.20,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종교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대학생보다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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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치매태도와 정서적인 치매태도에서 더욱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수
업 수강여부에서는, 치매태도 전체(t=2.78, p＜.01) 뿐 아니라 치매태도의 모든 하위영역, 즉
정서적 치매태도(t=2.48, p＜.05)와 행동적 치매태도(t=2.13, 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즉 대학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수업을 수강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전반적인 치매
태도 뿐 아니라 치매에 대해 자극된 정서적 감정이 긍정적이고, 치매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 긍
정적인 방향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배경특성에 따른 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태도
변인

구분

남자
성별
여자
만 20세 미만
만 20세 이상~
연령
만 22세 이하
만 23세 이상
출생
첫째
순위
막내
인문․사회 계열
전공
자연․공과 계열
종교
있다
유무
없다
노인복지
있다
수업
없다
수강여부
있다
조부모
생존 여부
없다
조부모와
있다
동거경험
없다
유무

N=374

정서적 치매 태도
M(SD)
t(F) S
3.79(.72)
-1.42
3.89(.59)
3.81(.70)

행동적 치매 태도
M(SD)
t(F)
S
3.86(.63)
-3.21**
4.08(.61)
3.93(.69)

치매 태도 전체
M(SD)
t(F)
3.83(.58)
-2.76**
3.99(.49)
3.87(.57)

3.92(.60)

4.06(.59)

3.99(.50)

3.81(.63)
3.82(.64)
3.94(.63)
3.90(.62)
3.79(.66)
3.91(.64)
3.77(.64)
4.01(.61)
3.82(.65)
3.86(.63)
3.84(.68)
3.87(.61)
3.84(.69)

1.39

-1.75
1.51
2.20*
2.48*
.28
.46

4.01(.55)
4.02(.62)
3.96(.59)
4.05(.65)
3.91(.57)
4.05(.64)
3.94(.58)
4.13(.58)
3.97(.63)
4.02(.60)
3.97(.67)
4.00(.62)
4.01(.63)

S: Scheffé-test

1.51

.77
1.93
1.55
2.13*
.63
-.27

3.91(.51)
3.92(.53)
3.95(.51)
3.97(.54)
3.85(.47)
3.98(.53)
3.85(.51)
4.07(.48)
3.89(.53)
3.94(.51)
3.91(.56)
3.93(.51)
3.93(.55)

S

1.91

-.61
2.09*
2.26*
2.78**
.54
.12

*p＜.05 **p＜.01

<표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노인부양의식은 대학생의 전공, 종교유
무, 조부모와 함께 살아본 경험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공의 경우, 노인부양의식 전체(t=2.03, p＜.05)와 서비스적 노인부양의식(t=2.31, p＜.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인문․사회 계열의 학생이 자연․공과 계열의 학생보다 서비스적 노
인부양의식 뿐 아니라 전체적인 노인부양의식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종교유무의
경우에는,

노인부양의식

전체(t=2.22,

p＜.05)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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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보다 전반
적인 노인부양의식 및 경제적 노인부양의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부모와
함께 살아본 경험의 유무에서는 노인부양의식의 하위영역 중 서비스적 노인부양의식(t=-2.07,
p＜.05)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여, 조부모와 함께 살아본 경험이 없는 학생이 조부모와 함께
살아본 적이 있는 대학생보다 서비스적인 노인부양에서 더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 4> 배경특성에 따른 대학생의 노인부양의식
변인

구분

성별

연령
출생
순위
전공
종교
유무
노인
복지 수업
수강 여부
조부모
생존 여부
조부모
동거
경험 유무

경제적
노인부양의식
M(SD)
t(F) S
4.00(.50)
1.52
3.93(.44)
3.93(.48)

정서적 노인부양의식
M(SD)
3.76(.50)
3.74(.47)
3.72(.49)

t(F)

3.97(.42)

3.78(.46)

.48

남자
여자
만 20세 미만
만 20세 이상
~만 22세 이하
만 23세 이상
첫째
막내
인문․사회 계열
자연․공과 계열
있다
없다
있다

3.97(.51)
3.94(.47)
4.02(.46)
3.98(.48)
3.92(.42)
4.01(.46)
3.87(.44)
3.96(.47)

없다
있다
없다
있다

3.95(.46)
3.94(.45)
3.99(.49)
3.93(.47)

없다

4.00(.44)

.29

-1.52
1.22
2.82**
.06
-.97
-1.54

3.76(.50)
3.73(.51)
3.80(.46)
3.79(.51)
3.69(.42)
3.79(.48)
3.69(.47)
3.77(.46)
3.75(.49)
3.74(.48)
3.78(.49)
3.72(.49)
3.80(.46)

.41

-1.34
1.85
1.82
.32
-.67
-1.56

S: Scheffé-test

S

N=374

서비스적
노인부양의식
M(SD)
t(F) S
4.07(.54)
.60
4.04(.49)
4.07(.52)

노인부양의식
전체
M(SD)
t(F) S
3.95(.46)
.94
3.91(.40)
3.91(.43)

4.05(.49)

3.93(.40)

4.04(.52)
4.02(.53)
4.11(.51)
4.10(.51)
3.96(.50)
4.08(.50)
4.01(.51)
4.06(.52)
4.05(.51)
4.05(.50)
4.07(.52)
4.01(.53)
4.12(.47)

.16

-1.51
2.31*
1.22
.13
-.41
-2.07*

3.92(.46)
3.90(.45)
3.98(.41)
3.96(.44)
3.86(.38)
3.96(.41)
3.86(43)
3.93(.42)
3.92(.42)
3.91(.41)
3.95(.45)
3.89(.44)
3.97(.39)

.11

-1.67
2.03*
2.22*
.18
-.76
-1.97

*p＜.05 **p＜.01

3. 치매에 대한 태도와 노인부양의식의 관계 및 노인부양의식이 치매에 대한 태도에 미
치는 영향
1) 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태도와 노인부양의식의 관계
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태도와 노인부양의식 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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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rson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치매에 대한 태도 전체 및 모든 하위영역이 노인부양의식 전체
및 모든 하위영역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치매에 대한 태
도 전체의 경우 노인부양의식 전체(r=.41, p＜.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경제적 노
인부양의식(r=.30,

p＜.001),

정서적

노인부양의식(r=.43,

p＜.001),

서비스적

노인부양의식

(r=.34, p＜.001)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다시 말해 대학생의 경제적, 정서적, 서비
스적 노인부양의식이 높을수록 그리고 전반적인 노인부양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치매
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서적 치매태도의 경우에는, 노인부양의식 전
체(r=.30,

p＜.001),

경제적

부양의식(r=.19,

p＜.001),

정서적

노인부양의식(r=.33,

p＜.001),

서비스적 노인부양의식(r=.26,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 전반적인 노인부양의식
뿐 아니라 경제적, 정서적, 서비스적 노인부양의식이 높을수록 치매에 대해 자극된 정서적 감정
이 더욱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행동적 치매태도의 경우, 노인부양의식 전체와 .38
(p＜.001)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노인부양의식의 모든 하위영역 즉 경제적 노인부양의
식(r=.31,

p＜.001),

정서적

노인부양의식(r=.38,

p＜.001),

서비스적

노인부양의식(r=.30,

p＜.001)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다시 말해, 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노인부
양의식뿐 아니라 경제적, 정서적, 서비스적 노인부양의식이 높을수록 치매의 예방의지가 높고
치료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태도와 노인부양의식과의 상관관계
변인

경제적
노인부양의식

정서적
노인부양의식

서비스적
노인부양의식

노인부양의식
전체

정서적 치매태도

.19***

.33***

.26***

.30***

행동적 치매태도

.31***

.38***

.30***

.38***

치매태도 전체

.30***

.43***

.34***

.41***
***p＜.001

2) 대학생의 노인부양의식이 치매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의 노인부양의식이 치매에 대한 태도 전체와 하위영역 즉, 정서적 치매태도와 행동적
치매태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태도 전체를 가장 잘 설명하는 노인부양

－ 40 －

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태도와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박인전․최외선․김애희)

의식의 예언변인은 정서적 부양의식(ß=.43, p＜.001)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8%로 나타났
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치매태도의 경우 정서적 치매태도를 보다 잘 설명하는 유의
한 예언변인은 정서적 부양의식(ß=.33, p＜.001)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11%였다. 그
리고 행동적 치매태도의 경우 역시 행동적 치매태도를 가장 잘 설명하는 유의한 예언변인은 정
서적 부양의식(ß=.38, p＜.001)으로서 설명력은 14%로 나타났다. 즉 노인에 대한 정서적인
부양의식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치매태도 및 정서적 치매태도와 행동적 치매태도가 더 긍정적임
을 알 수 있다.

<표 6> 대학생의 노인부양의식이 치매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변 인

예언변인

B

ß

R²

adjusted R²

F값

정서적 치매태도

정서적 부양의식

.49

.33***

.11

.11

46.25***

행동적 치매태도

정서적 부양의식

.49

.38***

.14

.14

60.75***

치매태도 전체

정서적 부양의식

.47

.43***

.18

.18

81.89***
***p＜.001

Ⅴ. 논의 및 결론

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태도와 노인부양의식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
서 본 연구는 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태도와 노인부양의식의 수준을 알아보고, 연구대상자의 배
경특성에 따라 치매태도와 노인부양의식이 어떤 차이를 보이며, 치매에 대한 태도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 둘 간의 관계 및 치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노인부양의식의 상대적
영향력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치매에 대한 태도와 노인부양의식의 일반적 경향
대학생들이 가진 치매에 대한 태도는 평균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하위영역별로 살
펴보면 행동적 치매태도, 정서적 치매태도 순으로 나타나 대학생들은 치매에 대해 정서적인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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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보다 행동적인 측면에서 좀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이
러한 결과는 18～70세 성인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적인 치매태도는
보통 정도였으며, 정서적 치매태도보다 행동적 치매태도 점수가 더 높다고 밝힌 조현오(2000)
의 연구결과와, 치매 정서적 태도보다 치매 행동적 태도가 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난 송영희
(200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즉 사회적 변화속에서 대학생들은 치매를 가족 내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 국가․사회적 차원
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치매에 대한 예방의지나 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등을 나타내
는 행동적 치매태도에 비해 치매노인이나 치매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정서적 태도가 다소
덜 긍정적임을 알 수 있어, 일반인들이 가진 치매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적 태도 확립을 위
해 인성 교육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대학생들의 노인부양의식은 보통 상 수준임을 알 수 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서비스
적 노인부양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경제적 노인부양의식, 정서적 노인부양의
식의 순으로 나타나, 다른 부양의식에 비해 노인의 변화된 신체적 조건에 따라 노인이 필요로
하는 시중과 보살핌을 제공하고자 하는 부양의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노인부양의식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 서비스적
부양의식, 경제적 부양의식, 정서적 부양의식 순으로 높게 나타난 조성희(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처럼 현재 대학생들이 노인에 대한 서비스적 부양의식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의 가족구조가 소규모 핵가족 형태로 변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과거에 비해 자녀수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가족 구성원 중에서 노인
수발과 신체적 보살핌을 책임질 사람이 극히 제한되어 있지만 여전히 부양체계는 가족 중심적
이어서 소수의 가족원이 노인부양을 책임져야 하므로, 대학생들은 노인의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신체적 수발과 건강상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서비스적 부양의식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
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본 연구 결과는 노인부양의식의 하위영역 중 경제적 부양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난
1990년대의 선행연구(고경애, 1990; 이은경, 1999; 최승원, 정혜정, 서병숙, 1997; 최정혜,
1997)결과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부양의식 수준이 서비스적 부양의식
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과거에 비해 노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체계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 노인부양은 다른 노인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 생활안정의 제1차적 조
건이 되며(송현애, 1986; 이신숙, 1994), 미래노인복지와 생활만족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하므로, 주부양자가 가진 경제적 노인부양의식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2004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주요 결과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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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가장 시급한 사회적 관심사는 노후소득지원(49.4%), 취업지원(23.6%), 요양보호서비
스(16.8%) 순으로 나타나(연합뉴스, 2005.2.17), 현재 노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경제적 안정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 대학생의 경제적 부양의식은 서비스
적 부양의식에 비해 낮아 노인부양에 대한 세대간 불일치를 보이며, 이러한 노인부양에 대한 세
대간 불일치는 부양자와 노인 사이의 부양에 대한 의견 충돌과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소
지가 있다. 실제로 노부모부양과 관련된 불일치는 부양자에게는 심각한 부양스트레스를 유발하
고(Sheehan & Nuttall, 1988), 피부양자인 노인에게는 여러 가지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유발
시키는(Hauser & Beckman, 1984)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이러한 심리적 손상은 양자 간의
대인관계 손상을 초래하며(Lazarus & Folkman, 1984), 결국에는 가족부양의 효과성 및 효율
성을 저하시킨다(Antonucci, 1985)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피부양자가 가진 부양 욕구
및 기대와 부양자의 부양의식 및 부양행동에 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 그들 간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은 물론, 그 차이를 줄여가는 것이 가족부양의 질을 높이는데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경제적 부양이나 서비스적 부양과는 달리 공적인 부양으로만 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서적 부양의 경우는 그 특성상 주로 가족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미래 노인부양의
주책임자가 될 대학생들의 정서적 부양의식이 다른 부양의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노인의 심리적 만족감을 위한 전통적인 효 사상과 가족주의 가치관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
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2. 배경특성에 따른 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태도와 노인부양의식의 차이
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태도는 성별, 전공, 종교유무, 노인복지 수업의 수강여부에 따라 유의
한 차이를 보여, 여자가 남자보다 전반적인 치매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 뿐 아니라 행동적 치
매태도에 있어서도 더 긍정적인 성향을 보였다. 또한 인문․사회 계열의 대학생이 자연․공과
계열의 대학생보다 전반적으로 치매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종교를 가지고 있
는 대학생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대학생보다 전반적인 치매태도와 정서적인 치매태도에서
더욱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대학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강좌를 수강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전반적인 치매태도 뿐 아니라 정서적 측면의 치매태도, 행동적 측면의 치매태도에서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과 관련된 강의 수강이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에 전반적으로 효과적이라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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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Anderson-Hanley(1999)의 연구에서는 성인기 및 노화심리학
강의를 수강한 대학생들이 수업을 받기 전보다 노인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고 밝히고 있다. 또한 Holtzman과 Beck(1981)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의학 과목을 수강한 의대
생이 수강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노인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이라고 하였다. 노인과 관련된
지식의 정도는 노인에 대한 태도와 정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Sheffler, 1995)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인 관련 수업을 통한 정확한 지식 습득은 노인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
로, 이는 치매라는 노인성 질환에 대한 태도뿐 아니라 치매노인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주부양자로서 역할을 시작하기 전 대학에서
노인복지에 관한 수업을 통해 노년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는 것이 정서적이고 행동적인 치매
태도를 포함한 전반적인 치매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 중요하고 근본적인
예방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노인부양의식은 전공, 종교유무, 조부모와 함께 살아본 경험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인문․사회 계열의 학생이 자연․공과 계열의 학생보다 서비스적 노
인부양의식과 전체적인 노인부양의식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
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보다 전반적인 노인부양의식 및 경제적 노인부양의식이 더 높
았으며, 조부모와 함께 살아본 경험이 없는 학생이 조부모와 함께 살아본 적이 있는 학생보다
서비스적인 노인부양에서 더 높은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 본 연구 결과는 인문․사회계열의 학생이 다른 계
열의 학생보다 노인부양의식 전체뿐 아니라 모든 하위영역에서 높은 의식 수준을 보인 김용순
(200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그리고 종교를 가진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전반적인 노
인부양의식과 경제적 부양의식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여러 선행연구(남승교, 1994; 우미경,
1988; 최정혜, 1998)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조부모와 함께 살아본 경험이 없는 학생이 조부모와 동거경험이 있는 학생보다 서비스
적 노인부양의식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김지영(200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조부모와의 동
거경험에 따라 부양의식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고경애(1990)의 연구결과와는 차
이를 보인다.
조부모와 동거한 경험이 없는 경우 부양의식이 높게 나타난 것은 현재는 조부모와 함께 거주
하지 않지만 앞으로 부모를 대신하여 조부모를 부양하거나, 혹은 자신의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
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려는 의지의 표명으로도 볼 수 있으며, 조부모와 동거하면서 겪게 되는
생활양식의 차이, 금전적인 문제 등 실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지 못한 막연한 노인부양에 대한
이상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실제로 Brody, Johnsen과 Fulcomer(1984)에 따르면, 성인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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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중년기, 노년기로 구성된 삼 세대 가족의 여성에게 부모동거 선호에 대해 조사한 결과, 노
년층과 중년층 여성은 가족과 가까이는 살되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은 반면, 조부모의 동
거 경험이 없는 손자녀 세대는 대다수가 동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노인부양의식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성별이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않는다는 선행연구(김수혜, 김병성, 박형종, 1993)
결과와 유사하다. 이것은 전적으로 아들을 선호하는 사상 및 호주 제도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문화에서 벗어나 근대성의 심화에 따라 친족체계가 약화되는 현대사회의 변화 속에서 노인부양
에 대한 의무가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다는 의식 쪽으로 부양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되고 있음
을 시사한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2005년 말 전국가족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부모는
남녀에 상관없이 능력 있는 자녀가 모셔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39%를 차지하였다(중앙일보,
2006.3.3).

3. 치매에 대한 태도와 노인부양의식의 관계 및 노인부양의식이 치매에 대한 태도에 미
치는 영향
치매에 대한 태도가 노인부양의식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노인부양의식의 하위영
역 중 정서적 노인부양의식이 치매태도 전체 뿐 아니라 정서적 치매태도, 행동적 치매태도와 높
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노인부양의식이 치매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태도 전체와 그 하위영역을 가장 잘 설명하는 노인부양의식의 예언변인은 정서적
부양의식으로 나타나 노인에 대한 정서적인 부양의식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치매태도가 긍정적
이며, 치매에 대해 자극된 정서적 감정이 긍정일 뿐 아니라 치매에 대한 예방의지와 치료의지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치매에 대한 태도와 노인부양의식이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본 연구 결과는 치매에 대한
태도와 노인부양의식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현 시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보다 노인부양의식 전체 뿐 아니라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얻었다
고 보고한 오세룡(2003)의 연구, 노인에 대한 이미지와 경제적, 서비스적, 정서적 부양의식 간
에 상관이 높다고 밝힌 이위환과 권용신(2005)의 연구결과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때, 전반적으
로 노인부양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일반적인 노인에 대한 태도 뿐 아니라 치매라는 질병을 가진
노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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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노인에 대한 인식과 대학생의 정서적 부양의식 사이에 관련성이 높다는 조성희(2003)
의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인에게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만족감을 제공하는 정서적 부
양의 경우 다른 유형의 부양에 비해 노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 관련성이 더욱 높을 것으로 생
각된다. 다시 말해 노인에 대한 정서적인 만족감과 행복감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
일수록, 즉 정서적 노인부양의식이 높을수록 치매노인 뿐 아니라 치매라는 노인성 질병에 대해
서도 좀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치매노인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
을 미치는 치매에 대한 태도를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정서적
인 부양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노인의 소외와 고
립, 외로움 등 비인간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정서적 부양체계 확립을 위한 노력이 요
구된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G시의 일부지역의 대학생을 임의 표집하여 설문조사를 하였으므로, 연구결
과를 우리나라 대학생 전체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본 연구결과를 미래의 부양 세
대인 모든 청년층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둘째, 본 연구는 앞으로 주부양자가 될 대학생을 중심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미래의 불확실
한 상황이 변수가 될 수 있으므로, 현재 노인을 직접 부양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노인부양의
식과 치매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가진 일반적인 노인부양의식이 치매라는 특정 질병에 대한 태도
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으므로, 후속 연구에는 역으로 치매에 대해 개인이 가진 태도가 노
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아 좀 더 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주부양자 될 가능성을 가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노인부양의식을 살펴본 것
이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피부양자인 노인이 가진 부양기대와 욕구를 함께 조사하여, 피부양자
의 부양기대와 부양자의 부양의식을 함께 비교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 46 －

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태도와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박인전․최외선․김애희)

참 고 문 헌

경향신문(2005.10.3). 노인들 “치매 가장 무섭다”.
고경애(1990). 한국 청소년의 노인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고정자, 이은민(2000).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인부양의
식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연구논문집, 8, 5-36.
권용철, 박종한(1989). 노인용 한국 Mini-Mental State Examination(MMSE-K)의 표준화 연
구: -제1판:MMSE-K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28(1), 125-135.
김수혜(1993). 부산시내 일부 대학생들의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수혜, 김병성, 박형종(1993). 부산시내 일부 대학생들의 노인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보
건교육학회지, 10(2), 56-72.
김영란(1993). 노망에 대한 태도 조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용순(2001). 대학생들의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윤재(2004). 치매노인 부양자의 부양부담 감소를 위한 지원체계 대처전략에 관한 연구. 상명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은경(2003). 조부모 관련 변인이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3
(3), 63-77.
김은주(2006). 치매노인 주 부양자가 인지한 부양부담, 사회적 지지가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희(2000). 간호학생의 노인과 치매노인에 대한 이미지 비교. 노인간호학회지, 2(2), 133-143.
김종숙(1986). 한국 노인의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지영(2002). 대학생의 노인 부양 의식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태현(1981). 한국에 있어서의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남승교(1994). 노부모 부양의식과 노후생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도복늠(2005). 회상을 적용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치매노인의 인지기능, 우울과 삶에 미
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류은정(2005). Montessori 치료교육 프로그램이 치매노인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
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류희선(2004). 대학생들의 노화에 관한 지식과 노인에 대한 태도. 한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종한(1993). 지역사회의 치매유병율 조사에서 성별검사의 의의. 신경정신의학, 32(1), 70-75.
박종한, 조성완(1997). 치매의 원인별 분류 및 역학. 노인정신의학, 1(1), 16-22.
서진상(2004). 치매노인 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손영주(2006). 치매노인 가족의 부양 부담감.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영희(2003). 중년의 치매에 관한 인식 및 태도: 사․오십대를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여
－ 47 －

부모교육연구(제 3 권 2 호)

성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합뉴스(2005.2.17). ｢2005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과 발표.
오세룡(2003). 한국대학생의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 광주광역시 소재 대학재학생을 중심
으로 -.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우미경(1988). 노후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가옥(1990). 노인부양체계 및 노인부양지표의 개발. 한국노년학회지, 10, 146-162.
이신숙(1994). 기혼여성의 부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노모와의 유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용석(2006). 치매노인 가족의 부담감과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위환, 권용신(2005). 가족친밀감과 노인인식이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4(2),
165-178.
이은경(1999). 대학생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모노후의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1), 45-65.
이임수(2006). 치매노인 가족의 부양부담 문제와 그 경감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 지원정책방안
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현미(2005).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계숙, 박성미, 김정신(1995). 대학생의 노인지각에 관한 횡문화적 연구. 부산사대논문집, 30,
143-161.
정환교(2005). 치매노인 가족의 부양부담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성희(2003). 대학생의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노인에 대한 인식, 가족기능, 부양의무감
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현오(2000). 치매에 대한 일반인의 지식과 태도 조사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중앙일보(2006.3.3). 2005년 한국 가족의 풍경은...
진용일(1993). 심리학개론. 서울: 동문사.
차배근(1985). 태도변용이론 : 설득커뮤니케이션의 기본원리. 서울: 나남.
최승원, 정혜정, 서병숙(1997). 대학생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모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한양대
학교 한국생활과학연구, 15, 83-100.
최연옥(2005). 저소득층 치매노인 가족의 부양 부담과 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정혜(1997). 대학생의 효의식과 가족주의가치관 및 부모부양의식. 대한가정학회지, 35(6), 55
-69.
최정혜(1998). 기혼자녀의 효 의식, 가족주의 및 부모 부양의식. 한국노년학회지, 18(2), 212230.
통계청(2000). 유병률, 유병일수 및 와병일수.
통계청(2004). 유병률, 유병일수 및 와병일수.
통계청(2005). 인구성장률, 인구구조, 부양비, 노령화지수, 중위연령, 평균연령(전국).
한경순(1999). 남녀대학생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모부양의식. 대한가정학회지, 37(9), 13-24.

－ 48 －

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태도와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박인전․최외선․김애희)

한국경제(2003.4.29). 치매환자 갈수록 늘어나는데... 치료․요양시설 ‘제자리’.
홍달아기, 하근영(2002). 조부모-손자녀 유대관계가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
학지, 11(2), 107-121.
황인수(2000). 음성나환자 정착민 청년층의 노인부양의식과 중년층의 노후생활준비에 관한 연
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nderson-Hanley, C.(1999). Experiential activities for teaching psychology of aging.
Educational Gerontology, 25, 449-456.
Antonucci, T. C.(1985). Social Support: Theoretical Advances, Recent Findings, and
Possible Issues. In G. Sarason & B. Sarason(eds.). Social Support: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 Boston: Martinus Nijhff.
Brody, E. M., Johnsen, P. T., & Fulcomer, M. C.(1984). What Should adult children
do for elderly parents and opinions and preferences of three generations of women.
Journal of Gerontology, 39(6), 736-746.
Graham, N.(2000). Coping with Alzheimer's disease around the world. 세계는 치매를 어
떻게 대처하나. 한국치매가족회, 서울.
Hauser, B. B., & S. L. Beckman(1984). Aging Parent/Mature Child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295-299.
Holtzman, J., & Beck, J.(1981). Cognitive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the Aged
of Dental and Medical Students. Educational Gerontology, 6, 195-207.
Lazarus, R., & S. Folkman(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Y: Springer.
Sheehan N. W., & P. Nuttall(1988). Conflicy, Emotion, and Personal Strain among Family
Caregivers. Family Relations, 37, 92-98.
Sheffler, S.(1995). Do clinical experience affect nursing student’s attitudes toward the
olderly?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4, 312-316.
Tuckman, J., & Logre, I.(1953). Attitudes toward Old people.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7, 249-260.
Weiten, W.(1992). Psychology : themes and variations. second ed. CA: Books/Cole
Publishin.

－ 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