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1.1 연  필

의학과 생명공학의 발 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노인인구비율

이 2015년 12.8%에서 2065년에는 42.5%로 2.8배 이상 증

가할것으로 망되며[1], 2012년 65세이상 노인 인구

치매유병률이 54만 명에서 2030년약 127만 명, 2050년에

는 약271만 명으로 향후 매 20년마다 약 2배씩 증가할것

으로 추산된다[2].

치매는 뇌기능의 장애 때문에 만성 으로 기억‧감정‧

언어‧ 단 등의정신기능이감퇴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래하는 질병이다. 치매는환자자신의삶의질 하, 사

망률 증가뿐만 아니라 장기간 동안 타인에 한 의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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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높임으로서 자신을 부양하는 사람들에게심각한 심리

‧정신 ‧육체 ‧경제 부담을 래하여 부양자들의

삶마 황폐화시키는 증질환이다[3]. 이에 정부는

2008년 ‘치매와의 쟁’을 선포하고, 2011년 「치매 리

법」을 제정하 으며, 세 차례의 치매종합 리 책을

수립 ․발표한 바 있다[4]. 「제1차 치매종합 리 책

(2008~2012)」은 치매 조기 발견 방, 종합 ㆍ체계

인 치매치료 리, 효과 치매 리를 한 인 라 구

축, 치매환자 부양 부담 경감 부정 인식 개선의 4

사업 목표를 으로 추진하 다. 「제2차 치매 리

종합계획(2012~2015)」에서의 4 추진 과제는 치매조기

발견 방강화, 맞춤형치료 보호 강화, 효과 치

매 리를 한 인 라 확충, 가족 지원 사회 소통

확 로 설정하고, 치매 리 인 라 확충과 맞춤형 치료

보호를 강조하 다. 「제3차 치매 리종합계획

(2015~2020)」은 지역사회 심의 치매 방, 진단․치

료․돌 서비스통합 제공, 치매환자 가족 부담 경감, 연

구․통계 등 인 라 확충이라는 4 정책과제를 추진

에 있다[4-5].

치매 트 는 3차 치매 리종합계획에서 지역사회

심의 치매 방과 리를 한 추진 정책으로, 치매환자

의 존엄성과 안 한 삶을 보장하고공공서비스에서 미치

지 못하는 치매환자 가족 서비스 사각지 를 메우는 지

역사회 치매 수꾼으로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치매환자

에 한 이해와인식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것이다. 치

매에 한 이해, 치매 트 의 역할과 활동 이해, 치매극

복캠페인활동방법에 한 2시간의교육을이수하면지

역 내 노인들을 상으로 치매선별검사 활동 치매

방운동법 방수칙 교육, 기타 치매 련 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6].

학생들은 향후 사회에서 노인부양에 있어 주요 주

체가 될 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에 직 인 향을 주

고받게 될 상이며[7], 학시기에 형성된 가치 과 태

도는 앞으로의 사회생활과 일생을 살아가는데 석이 되

는 것이므로 학생들이 바라보는 치매노인에 한 시각

은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핵가족화 상으

로 노인들의 가치와 생활을 익히고 함께 나 는 의미 있

는 경험이 부족할 수 있다[8]. 학생들 에서 치매노인

과 경험이 있었던 학생들의 경우 가족보다는 주로

치매노인 사활동을 통한 경험이 부분을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9].

간호학생들의 경우 임상 상황에서 치매를 가진 노인

들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 치매의 증상은 상자별로 다

양하게 나타나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면 치매노인이 발

생하 을 때 기치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부 한

기 응으로 환자 가족에게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10]. 따라서 간호학생들은 이러한 치매 노인들에

게 총체 인 간호를 제공하기 하여 치매에 한 지식

을 갖추고 있는 것이 요하다[11].

태도는 행동의 근거가 되며, 이러한 태도는 지식의

향을 받는다[12]. 이는 간호학생들의 치매에 한 지식이

치매에 한 태도에 향을미칠 수 있다는 것이며, 선행

연구들에서 치매지식이 높을수록 치매에 한 태도가

정 인 것으로나타났다[13-15]. 그러나간호학생은 일반

노인에 비해 치매를 가진 노인에 한 부정 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매 환자에 한 부정

인 태도는 치매 상자에 한 한 간호를 이끌어내

지 못하고있다[16]. 치매노인은 그럴 것이다라는 고정

념을 버리고 기에 심 있게 근을하면일반 환자보

다 훨씬 많이 부분들이 정 으로 변화되면서 간호를

더 잘할 수 있고, 향후 환자의 상태에도 정 인 향을

끼칠 것이므로 치매노인에게 심을 보여주는 정 인

태도가 필요하다[17].

지 까지 치매에 한 학생들의 지식과 태도를 알

아보는 선행연구들은 이루어졌으나[9,13,15,20,25], 치매

트 와 같은 국가 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에 한 연구

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치매

트 활동을 하는 간호학생의 치매에 한 지식, 태도

를 조사하고 이들 요인들의 상 성을 악하여 치매 방

교육 로그램 개발과 국가 차원의 다양한 정책 용에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 목적

본 연구의 목 은 치매 트 로서의 활동 경험이 있

는 간호생의 치매에 한 지식과 태도에 한 정도를

악하기 함이며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자의 일반 특성을 악한다.

둘째.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치매에 한 지식

태도를 악한다.

셋째. 치매에 한 지식과 치매태도와의 계를 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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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 방법

2.1 연  계

본 연구는 치매 트 활동 경험이 있는 간호학생 2.

3. 4학년을 상으로 치매에 한 지식과 태도를 악하

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2 연 대상 및 료수집

본 연구의 상은 M시에 소재한 일 개 학에 재학

이며, 치매 트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 트 로서 지

역 내 노인들을 상으로 치매선별검사를 2시간 3회 실

시한 학생들 본 연구의 목 과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

하고, 연구 참여에 자발 으로 서면 동의한 학생을 상

으로 하 다. 상자 수는 G*Power 3.1.9.2. 로그램을

사용하여계산하 으며, 유의수 .05, 검정력 .95, 효과크

기 .30을 용하여 산출한 결과 필요한 표본 수는 134명

이었다. 160명을 상으로조사를 실시하고 이 불완

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157명(98.1%)을 상으

로 하 다.

자료수집은 2017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0월 20일까

지 수집하 고, 질문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 작성에는 약 10분～15분이 소요될 것을 설명한 후,

자료 수집을 진행하 다. 한 설문참여를원치 않는 학

생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설명하 다.

2.3 연 도

2.3.1 치매에 대한 지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치매 지식 측정도구는 치매지식

정도를 조사하기 해 개발한 치매에 한 역별 지식

측정도구[18]를 이용하 다. 측정도구는 치매원인 5문항,

역학 제도 3문항, 증상 진단 4문항, 치료 방

3문항 등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 ’, ‘아니오’, ‘모른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고 정답은 1 ,

오답과 ’모른다‘는 0 으로, 수범 는 최소 0 에서 최

15 까지 이며 수가 높을수록 치매에 한 지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치매지식에 한 신뢰도는 조맹제

등의 연구[18]에서 Cronbach’ alpha는 .73이었고, 본 연구

에서는 .62 다.

2.3.2 치매에 대한 태도

치매태도측정도구는 이 휘[19]가 개발한 도구를 이

용하 다. 정 9문항, 부정 문항 6문항으로 구성되

어 총 15문항이다. 4 Likert 척도로 ‘ 그 지 않다’

1 에서부터 ‘매우 그 다’ 4 으로 최소 15 에서 최

60 범 이며 수가 높을수록 치매에 한태도가 정

인 것을 의미한다. 정 9문항(1, 2, 3, 4, 5, 6, 7, 10,

11)과 부정 문항 6문항(8, 9, 12, 13, 14, 15)으로 총 15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 인 문항은 역으로 수

계산을 하 다. 이 휘의 연구[19]에서 도구의 내 신뢰

도 Cronbach’ alpha는 .7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5 다.

2.4 료 분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통계 로그램을 이용

하여 분석하 으며 구체 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상자의 일반 특성(인구사회학 특성, 노인

치매 련 특성)을 살펴보기 하여 실수와 백분율,

평균 표 편차를 분석 하 다.

2) 상자의 일반 인 특성과 치매에 한 지식과 태

도 한 차이를 살펴보기 하여 t-test 검증 일

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분석하 고, Scheff

방식으로 사후 검정을 실시하 다.

3) 상자의 치매 지식과 태도간의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 다.

3. 연 결과

3.1 대상  반적 특

Table 1과 같이 성별은 여자가 141명(89.8%)으로 가

장 많았고, 학년은 3학년이 83명(52.9%)으로 가장 많았

다. 치매에 한 심이있는 상자는 136명(86.6%)이었

으며, 가족원 치매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상자는

33명(21.0%) 이었고, 임상 실습 치매환자를 간호한 경

험이 있는 상자는 91명(58.0%)이었다.

Variables Categories n(%)

Gender
Male 16(10.2)

Female 141(89.8)

Grade

2nd grade 28(17.8)

3rd grade 83(52.9)

4th grade 46(29.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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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

Table 2와같이 상자의 치매에 한 지식 수는 총

15 만 에 평균 9.77±2.55 이었으며, 치매에 한 태

도는 총 60 만 에 39.76±4.00 이었다.

Table 2. Degree of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dementia                              N=157

Characteristics M(±SD)

Knowledge 9.77(±2.55)

Attitude 39.76(±4.00)

3.3 대상  특 에 따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 

Table 3과같이 상자의 치매에 한 지식 수는 치

매에 한 심, 임상실습 치매 상자 간호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치매에 해 심이 없는 상자보다 치매에

해 심이 있는 상자(t=2.343, p=.020)가, 임상실습

치매 상자 간호 경험이 없는 상자보다 간호 경험

이 있는 상자(t=2.63, p=.009)의 치매 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 학년, 가족원 치매 진단 상

자, 치매를가진 사람을 돌본경험에따른 차이는 없었다.

상자의 치매에 한 태도는 치매에 한 심, 가족

원 치매 진단, 치매를 가진 사람을 돌본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살펴

보면 치매에 한 심이 없는 상자보다 치매에 해

심이 있는 상자(t=3.165, p=.002)가, 가족원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경우보다 받은 경우(t=1.774, p=.078)가,

치매를 가진 사람을 돌본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

우(t=2.737, p=.007)가, 임상실습 치매 환자를 간호한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t=2.629, p=.009)에 치매

에 한태도 수가 유의하게높았다. 성별, 학년에따른

차이는 없었다.

3.4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  상  계

Table 4와 같이 치매에 한 지식과 태도와의 계는

r=.213(p=.001)로 양의 상 계를 나타났다.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knowledge and 

attitudes about dementia in participants  

N=157

구 분
Dementia
Knowledge

Dementia
attitude

Dementia Knowledge 1.000 .213**

Dementia attitude .213** 1.000

**p<.01

Interest in
the Dementia

Yes 136(86.6)

No 21(13.4)

Family with
the Dementia

Yes 33(21.0)

No 124(79.0)

Nursing Experience for
People with Dementia
during Clinical Practice

Yes 91(58.0)

No 66(42.0)

Variables Categories
Knowledge Attitude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Gender
Male

Female
8.62±3.40
9.90±2.42

-1.45(.163)
2.84±0.32
2.96±0.30

-1.56(.121)

Grade
2nd grade
3rd grade
4th grade

9.10±3.04
9.63±2.44
10.41±2.33

2.55(.081)
2.90±0.30
2.94±0.32
3.00±0.27

0.95(.388)

Interest in
the Dementia

Yes
No

9.95±2.56
8.57±2.18

2.34(.020)
2.98±0.30
2.76±0,24

3.16(.002)

Family with
the Dementia

Yes
No

10.21±2.74
9.65±2.50

1.11(.266)
3.04±0.31
2.99±0.30

1.77(.078)

Nursing Experience
for People with
Dementia during
Clinical Practice

Yes
No

10.21±2.42
9.15±2.62

2.63(.009)
3.01±0.31
2.88±0.29

2.62(.009)

Table 3. Knowledge and attitude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N=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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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

본 연구는 치매 트 를 경험한 간호학생의 치매에

한 지식과 태도를 악하여 미래 임상 간호 장에서

치매노인에게 간호를 제공하게 될 간호학생의치매 교육

로그램 개발과 국가차원의 다양한 정책을 한 기 자

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치매에 한 지식은 15 만 에 9.77

±2.55으로 간보다 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

구와 지식에 한 도구가 달라 비교분석이 어렵지만 간

호학생을 상으로 한 Kwon과 Lee[15]의 연구에서는 치

매노인에 한 지식 수가 총30 만 에 15.86 으로

간 수를 겨우 넘은 낮은 수 으로 나타났고, 성기

병원의 간호사를 상으로 한 Lee[21]의 연구에서는 16

만 에 11.02 으로 값 정도의 수를 보 고, 치

매지원센터 간호사를 상으로 한 Ko, Han과 Kim[22]의

연구에서는 20 만 에서 평균 18.14 으로 높은 지식

상태를 보 다. 본 연구와 Kwon과 Lee[15]의 연구는

학생들을 상으로 하여 상자는 다르나, Lee[21]의 연

구에서는 치매 련 교육을 받은 간호사는 46%로 나타났

고, 치매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상자 71%가 간호

학 교육과정에서 치매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Ko, Han과 Kim[22]의 연구에서는 치매교육을 받은 경험

이 있는 간호사는 94.1%로 나타났으며, 참여한 치매교육

종류는 치매간호사 문교육, 보수교육, 학회 교육, 노인

문간호사 교육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치매교육이 요하고 지식수 을 높이기 해서는

체계 이고 지속 인 치매교육이 필요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 상자의 치매에 한 태도는 60 만 에

39.76±4.00 으로 나타났다. 치매에 한 태도에서 정

인 태도를 보인 부분은 “노인들에게 치매 방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과 “나는 사람들이 치매에 해

심을 갖는 것이 요하다고 생각한다”와 련된 문항

이었고, 부정 인 태도를 보인 부분은 “내가 치매에 걸렸

다면 집을떠나 살겠다” 등과 련된문항이었다. 간호학

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간호학생을 상으로 한 연

구에서 정 인 태도를 보인 부분은 본 연구결과와 유

사하게 나타났고[15]. 한국 성인을 상으로 한 Baik,

Won과 Kim[23]의 연구에서 치매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는 부정 인 부분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학생들이 치매에 한 심이 있고 치매에

한 방교육이 필요함을 인식을 하나, 치매에서 발

되는 행동심리 증상 등에 한 치매환자 간호에서의 부

담감과 거부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24].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치매에 한 지식

정도는 치매에 한 심이 있는 상자, 임상 실습

치매환자 간호의 경험이 있는 상자에서 지식정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학생을 상으로 한 Kwon과

Lee[15], Shin 등[25]의 연구에서는 치매문제에 심이

있고, 치매환자를 돌본 경험이 있는 경우 치매 지식정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

다. 이는 향후 간호 장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게 되는 간

호학생에게 노인간호학 이론 임상실습 교육과정에서

치매교육 치매환자 간호경험을 갖도록 하여 치매에

한 지식수 을 높일 수있도록 성기 환자 실습지[26]

다양한 실습지의 확보가 필요하다.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치매에 한 태도

에서 치매에 한 심이있는 상자, 가족원 치매진

단을 받은 경우가 있는 상자, 임상 실습 치매환자

간호 경험이 있는 상자에서 치매에 한 태도가 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27].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족력이 있는 경우, 심도가 많을수록 치매에 한 태

도가 정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20], 간호학생들이 임

상실습 경험 후 치매노인에 한 태도가 정 으로 변

화된 것으로 나타났다[27].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치매와 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최근 앙치매센터에서는 치매 친화 문화를 만들

기 해 일반인과 청소년 등 다양한 연령층을 상으로

치매에 한 이해 치매환자와 가족을 도와주고 지지

하는 치매 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을

통해 치매에 한 정 인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

하다[21].

치매 지식과 치매 태도간의 상 계에서는 양의 상

계를 보 다. Hwang, Kim과 Kim[28], Jo[20], Kim

등[13] 연구에서 본 연구와유사하게 양의상 계를 보

다. 이러한 결과는 치매노인에 한 지식습득이 치매

노인에 한 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학

부 교육과정과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치매 련 교육

을 통하여 정확한 지식을 달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

이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국가치매 리종합계획 방안 하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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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치매 트 ’를 상으로 트 로서 지역 내 노인

들을 상으로 치매선별검진 홍보활동에참여하여 치

매에 한 지식과 태도를 평가한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미래의 간호사로서 이러한 정책 활동을 통해

치매에 한 지식과 태도 변화를 함양하여 노인간호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연구는 일 개 학치매 트 활동을경험한 간호

학생의 치매에 한 태도와 지식 정도를 조사하고 변수

간의 계를 악하 다. 본 연구의 간호학생들은 지역

내 노인을 상으로 치매 트 활동을통하여 치매노인

에 한 이해를 높여 치매에 한 정 인 태도를 갖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치매노인에 한 태도를 개선하기 해 치매

사 활동, 각종 치매와 련된행사 등을 통한 노인들과의

직 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치매노인에 한 정

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간호학생을 상으로 치매 교육 로그램을 개

발· 용 이후, 치매에 한 지식과 태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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