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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를 위한 노인의 성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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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Sex Education about Old People for Care givers

Jong-Sun Kim1, Eun-Young Jung2* 
1Department of Nursing , Hyechon University, 2Department of Nursing, Cheongam College 

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노인의 성에 한 교육 로그램이 요양보호사의 노인의 성에 한 지식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는데 있다. 비동등성 조군 사  ․사후 유사 실험연구로써 사 , 재 후로 구성 되어져 있다. S시 요양시설에 근무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실험군 26명 조군 28명으로 총 54명을 선정하여 총 4주 교육 로그램을 용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하 다. 자료 분석 방법은 SPSS PC⁺ 19.0 Windows을 이용하여 χ²-test, t-test, ANOVA로 분석하 다. 연구 결과는 

실험군에서 노인의 성에 한 지식이 증가하고 태도가 정 으로 변화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요양보호사에게 

실시한 노인의 성에 한 교육 로그램은 노인의 성에 한 올바른 지식을 향상시키고 정 인 태도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재 로그램으로써 실무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d the effect of knowledge and attitudes about old people in care
givers. This study was a quasi-experimental designs of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comprised of a pre & post-test.
The data was collected from a total of 54 (26 in the experimental group, 28 in the comparison group) subjects, who 
consented to the purpose and participation among care givers in the care facilities for old people throughout S-si. The
data was analyzed using the SPSS/WIN 19.0 program with a Chi-square test, t-test, and ANOVA. The education 
program belonging to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a significantly increase in knowledge, and it took effect on 
making change into positive attitude of old people’s sex. Given results of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a sex 
education program be provided as a training material for care givers to develop knowledge and to change the positive
attitude about old people’s sex in car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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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사회는 인구구조가 격히 고령화로 되어가면서 

2013년 체 인구  노인인구는 12.2%로써 고령화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고 있으며 체 67개의 시,군,구에서는 

이미 노인인구가 20%가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 다

[1]. 국민소득의 증가와 생활수 의 개선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한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년기가 

격히 길어지면서 다양한 노인성 질환, 핵가족화  여

성의 경제 참여도 상승, 수발비용의 부담 등으로 인해 요

양수요는 지속 으로 높아질 것이다[2,3]. 이러한 변화와 

발맞추어 정부에서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실시하면서 국 3,751개소의 요양시설을 개설하

으며 이후로도 계속 요양시설을 증가할 것으로 상된

다[4]. 이 게 증가된 요양수요에 따른 요양서비스를 제

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은 노인에 한 정보를 의사, 간호

사, 가족들로부터 수집하여 시설노인들의 욕구를 사정한 

후 욕구를 해결하기 해 청결, 식사, 투약, 운동, 일상생

활 지원 등 요양서비스를 받게 되는 모든 노인의 최종 

달자 서비스 인력으로 요한 치에 있다[5,6]. 이 게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은 시설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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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갖고 있는 욕구  첫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성욕구에 

해서도 어느 상황에서나 존 받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7]. 왜냐하면, 노인의 성은 삶의 요한 

역으로써 인간 인 애정과 사는 보람을 느끼게 할 뿐 아

니라[8], 노인의 우울, 질병  삶의 만족도와 련성이 

높아 노인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  하

나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9-14]. 이 듯 노인의 성생

활이 삶의 질에 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

에 한 부정  태도를 갖고 있어 무시되고 있다[15]. 

다수 노인들은 불편하고 엄 있지 못한 장소에서 성 행

를 하게 될 뿐 아니라 본인의 성 욕구가 무시되면서 삶

의 질이 하되고 일탈  성 행 를 조장하는 요인이 되

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13,16-19].

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노인을 둘러싼 사

회  환경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요양보호사들이 갖고 

있는 노인의 성에 한 태도는 행동에 향을 미칠 뿐 아

니라 시설에서 나타나고 있는 노인의 성 문제에 한 해

결을 모색하기 한 진입로가 될 수 있다[20]. 그러나, 요

양보호사들은 노인의 성에 한 지식부족  부정 인 

태도로 인해 노인의 성과 련된 문제들을 노화의 자연

스러운 상으로만 생각하고 있어 노인의 성과 련된 

문제 을 하게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다[7,21,22]. 

올바른 실천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지식으로부터 시작

되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23] 시설노인의 활

발한 성 활동 가능성에 한 이해와 노인의 성에 한 친

한 계를 유지하기 한 정  태도를 갖기 해서

는 그에 맞는 교육은 필요하다. 하지만, 노인의 성에 해 

올바른 지식을 갖고 노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로그램은 재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지 까지 노

인의 성에 한 연구는 노인들이 경험하는 성 즉 노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연구만이 이루어졌을 뿐 실제 인 서비

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에서 노인의 성을 다

룬 연구는 부분 조사연구 다[3,5,24-26]. 이에 요양보

호사를 한 효과 인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여 실무에

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시

에서[27] 노인의 성에 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요양보호사를 한 노인의 성에 한 교육

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요양보호사의 노인의 성에 

한 지식과 태도를 정 으로 향상시키기 한 교육 

로그램을 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이에 본 연구의 목 은 노인의 성에 한 교육 로그

램이 요양보호사들의 노인의 성에 한 지식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악하기 함이며 구체 인 목 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노인의 성에 한 교육 로그램이 요양보호사의 

노인의 성에 한 지식에 미치는 효과를 악한다.

둘째, 노인의 성에 한 교육 로그램이 요양보호사의 

노인의 성에 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노인의 성에 한 교육 로그램이 요양보

호사의 노인의 성에 한 지식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한 비동등성 조군 사 ㆍ사후 유사 실험연

구로써 Fig. 1과 같다. 연구 진행 기간 동안 실험군은 노

인의 성에 한 교육 로그램을 실시하 으며 조군에

게는 기존부터 실시되고 있었던 시설노인 돌 과 련된 

기본 인 요양 교육이 이루어졌다. 

Pre test Intervention
Post 

test

Experimental 

group
E1a X1 E2a

Control group C1a C2a

[Fig. 1] Study design
E1a, C1a : Pre test

      (General Characteristics, Knowledge, Attitudes)

X1 : Intervention

E2a, C2a : Post test (Knowledge, Attitudes)

2.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3년 7월 5일부터 2013년 7월 26일까지 

편의추출에 의해 S시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를 

상으로 소속기  책임자에게 연구의 목 을 설명한 후 

동의와 조를 받아 진행하 다. 본 연구의 최소 표본크

기는 G*Power 3.1.3 로그램을 이용하여 두 독립진단 

평균의 차이(difference between two independent 

menas(two group), 일방향 검정, Effect size γ=0.8, α

=0.05, Power(1β)=0.8로 했을 때 21명이었고, 탈락률을 

고려해 실험군과 조군을 30명으로 선정하 으나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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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연구 상자는 실험군 26명 조군 28명으로 총 54명

이 최종분석에 포함되었다. 탈락이유는 사직과 입원이 다. 

2.3 윤리적인 측면

상자의 윤리 인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 상자에게 

연구의 목 과 취지를 설명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에 사

인을 받았다. 동의서 내용에는 로그램에 한 설명과 

참여하는 간 언제라도 본인이 원할 경우 연구 참여를 

단할 수 있음을 명시하 다. 한 연구 참여자에게 연

구를 통해 알게 된 모든 내용은 연구목  이외에는 사용

되지 않을 것이며, 연구 참여자의 익명이 보장됨을 사

에 설명하 다. 추후에도 언제든지 문의 사항이 있을 겨

우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알려주었으며 연구 참여 

후 감사의 사례를 하 다.   

2.4 연구 도구

1) 성 교육 로그램

요양보호사의 노인 련 성 교육 요구도 조사에서 확

인되어진 내용[3], 노인 련 성교육과 련된 기존문헌

[28-31]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

호사들과의 포커스그룹 인터뷰(Focused Group 

Interview) 내용을 분석하여 만들어진 로그램이다. 그 

결과 노인의 성에 한 특징, 노인의 성과 련된 정  

인식, 노화와 질환에 따른 노인의 성 생활 변화의 이해와 

잘못된 성 표 에 한 재 방법에 한 교육을 주요내

용으로 구성하 다. 

2) 노인의 성에 한 지식 

노인의 성 련 지식은[32]에 의해 개발된 Aging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s Scale (ASKAS)을 [33]

이 수정하고 [34]이 번역  재수정하여 사용한 성지식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 다. 체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는 정답은 1 , 오답  모르겠다는 0 으로 

처리하 다. 최  0 에서 최고 30 으로 수가 높을수

록 성에 한 지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 .739 다. 

3) 노인의 성에 한 태도 

노인의 성 련 태도는 [32]에 의해 개발된 ASKAS 

도구를[32] 수정한 것을[34] 이 번역  재수정하여 사용

한 도구를 사용하 다. 체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수는 5  척도(1=  그 지 않다; 5=정말 그 다)

로 처리하고 이  6문항(7,9,10,11,12,13)은 역문항이므로 

역코딩을 하 다. 최  15 에서 75 으로 수가 높을

수록 성에 한 태도가 개방 인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 Chronbach's Alpha = .721이었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PC⁺ 19.0 Windows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구체 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자의 일반 인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

편차를 구하 고 실험군과 조군의 일반  특성에 한 

사  동질성 검정은 χ2-test와 independent t-test로 분석

하 다. 둘째, 종속변수의 정규성 검정은 

komogorov-Smirnov로 확인하 고 실험군과 조군의 

종속변수에 한 사  동질성 검정은 independent t-test

로 분석하 다. 셋째, 교육 로그램이 노인의 성에 한 

지식과 태도에 미치를 효과를 악하기 한 가설검정은 

indepdendent t-test와 ANCOVA로 분석하 다. 넷째, 측

정도구의 신뢰도 검정을 해서 Cronbach's α 계수를 이

용하 다.

2.6 프로그램의 구성 및 진행 

본 연구에서 요양보호사를 한 노인의 성 교육 로

그램의 개발 차는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의 순으

로 진행하 다. 

분석 단계에서 문헌 문헌고찰과 요양보호사와의 포커

스그룹 인터뷰(Focused Group Inerview)통해 로그램

의 구성요인과 교육 로그램 내용을 확인하 다. 문헌의 

검색은 Medline, CINAHL, Interscience, OVOD – 

online, springer-link, Science Direct, KoreaMed 학술정

보서비스(RISS)와 학술데이터베시(KISS)의 데이터베이

스에서 2000년부터 2014년도 사이에 간행된 논문과 임상

실무가이드라인에서 ‘노인의 성’ ‘요양보호사’ ‘노인의 성 

문제 ’ ‘성 지식’ 성 태도’ 등을 검색어로 하여 검색하

다. 양 연구에서 발견하지 못한 요양보호사의 노인 련 

성 교육의 요구도를 확인하기 해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를 상으로 2차례 포커스그룹인터뷰

(Focused Group Interview)를 시행하 다.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질  연구 내용분석방법에 따라 연구자와 

질  연구의 경험이 있는 교수 1인이 함께 분석하 다.

설계 단계에서는 문헌분석과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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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Experimental group(n=26) Control group(n=28)

χ

 or t 　　 p

N(%)±SD N(%)±SD

Age

30-39 7(26.9) 8(28.6)

0.51 .615
*40-49 5(19.2) 9(32.1)

50-59 13(50.0) 9(32.1)

over 60 1(3.8) 2(7.1)

Education

illterateness - 2(7.1)

1.36 .181
*

elementary 1(3.8) 3(10.7)

middle 6(23.1) 6(21.4)

high 19(73.1) 16(57.1)

college - 1(3.6)

Marital status

single 21(80.8) 24(85.7)

1.00 .322
*marry 1(3.8) 2(7.1)

divorce - 1(3.6)

bereavement 4(15.4) 1(3.6)

Education

middle 7(30.4) 9(39.1)

0.92  .632*high 7(30.4) 8(34.8)

college 9(39.1) 6(26.1)

Religion

Christianity 12(46.2) 13(46.4)

0.41 .684
*

Catholicism 4(15.4) 5(17.9)

Buddhism 3(11.5) 3(10.7)

others 1(3.8) 4(14.3)

None 6(23.1) 3(10.7)

Duration of Work

under 6 months 13(50.0) 5(17.9)

7.24 .124*
under 1 year 8(30.8) 14(50.0)

under 2 years 4(15.4) 5(17.9)

under 3 years 1(3.8) 3(10.7)

over 3 years - 1(3.6)
*fisher exact

[Table 1] Homogeneity test of the demographic data of Subjects                                   (N=54)

해 도출된 요구분석 결과를 토 로 학습목표와 교육내용

을 선정하고 학습 매체는 요양보호사와의 인터뷰에서 분

석 결과를 반 하여 교육학 교수의 자문을 구하여 선정

하 다.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교육책자로 교육하는 것

이 효율 이므로 개발된 로그램은 교육책자의 형식과 

내용으로 구성하 다. 구성된 로그램 교육책자는 교육

을 강의하는 동안 필요한 교재이며 학습자가 휴 와 보

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재이다. 강의법으로 인

해 문제해결의 능력의 기회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

로 필요한 내용에 있어서는 소그룹토의, 실습  역할극

을 시행하고 강의 후 교재를 이용하여 강화교육을 하고 

질의에 응답을 할 수 있도록 로그램을 구성하 다.

개발 단계에서는 체 인 개발과정인 비 로그램

의 작성, 내용타당 검증  로그램 개발 순으로 진행하

다. 설계 단계에서 역별로 분류한 로그램 안을 

구성한 후 교육내용의 세부사항을 정리하여 로그램을 

개발하 다. 개발된 로그램의 내용타당도는 노인간호

학 교수 1인, 노인 문간호사 2인, 노인요양시설에서 근

무하는 간호사 3명으로 구성된 문가 집단을 통해 내용

구성  합성, 용방법 등에 한 타당도를 검정 받았

으며 설명에 합한 그림과 사진을 되도록 많이 넣도록 

자문 받았다.

실행 단계에서는 로그램 개발을 한 형성 평가를 

해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3명을 상으로 비조

사를 실시하여 로그램의 난이도와 이해수 , 용시간

과 방법의 문제 을 검토하 다. 이때 요양보호사에게 

비 조사의 목 과 내용을 소개하고 참여에 해 동의

를 얻은 후 비 로그램을 제공하 고, 면담을 통해 

로그램에 한 의견을 수집하 다. 의견 수렴 후 노인의 

성에 정 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해 동 상을 보완하

고 로그램 내용은 Power Point로 제작하 으며 이 

 잘못된 성 욕구 표 에 한 올바른 재방법은 자료

를 만들어 지속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최종 개발된 교육 로그램은 노인의 성에 한 특징, 

노인의 성에 한 정  인식, 노화와 질환에 따른 노인

의 성 생활 변화에 한 이해와 잘못된 성 표 에 한 

재 방법에 한 교육을 주요내용으로 교육내용을 구성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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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Experimental group(n=26)

Control 

group(n=28) t p

M(SD) M(SD)

Knowledge 19.84(3.66) 17.75(5.09) 1.724 .091

Attitudes 34.65(7.21) 36.75(4.89) -1.257 .214

[Table 2] Homogeneity test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54)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 

  실험군과 조군 간의 일반  특성에 해 동질성 

검사를 한 결과 연령, 교육수 , 결혼 유무, 종교, 근무기

간에 한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은 동

질 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3.2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 

교육 로그램 실시 의 실험군과 조군의 노인의 성

에 한 지식  성 태도의 동질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Table 2와 같이 나타났다. 노인의 성에 한 지식 수는 

실험군이 평균 19.84  조군이 17.75 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노인의 성에 한 태도 수 역시 

실험군이 34.65 , 조군이 36.75 으로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이 동질하 다.

3.3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교육 로그램이 요양보호사의 노인의 성에 한 지식

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 검정은 Table 3과 같으며, 실험군

과 조군의 교육 후 차이를 검정하 다.

실험군의 노인의 성에 한 지식은 19.84 에서 22.57

으로 증가하 으며 조군은 17.75 에서 17.08 으로 

나타났으며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육 로그램 실시 후 

실험군의 노인의 성에 한 지식이 조군과 비교하여 통

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2.959, p=.005). 실험군의 

노인의 성에 한 태도는 34.65 에서 40.96 으로 증가하

으며 조군은 36.75 에서 36.32 으로 감소하 으며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육 로그램 실시 후 실험군의 노

인의 성에 한 태도는 조군과 비교하여 통계 으로 유

의하게 높았다(t=-3.168, p=.005). 

[Table 3]  Difference of the Knowledge and attitude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Variable Group

Pre 

Test

Post 

Test

Differen

ce t p

M(SD) M(SD) M(SD)

Knowledge

Experi

mental 

group

19.84

(3.66)

22.57

(2.95)

2.73

(.922)
-2.959 .005

Control 

group

17.75

(5.09)

17.08

(5.02)

.67

(1.352)

Attitudes

Experi

mental 

group

34.65

(7.21)

40.96

(7.14)

6.30

(1.99)
-3.168 .005

Control 

group

36.75

(4.89)

36.32

(1.05)

.43

(1.406)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

보호사들을 상으로 노인의 성에 한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정하여 로그램의 효과성과 요

성을 제기하 다. 하지만, 노인의 성 련 논문들의 부

분은 조사연구 으며[6,11,13,14,26,27,38] 노인의 성에

한 교육 로그램의 부분이 노인 스스로를 상으로 

한 연구가 많아[9,10,28-30,40,41]. 이에 한 타 연구와의 

비교 논의는 제한 이 있다. 그러나 측정 상은 달라도 

같은 도구로 유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직 인 비

교는 어렵지만 교육 로그램의 효과에 하여 논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

사를 상으로 노인의 성에 한 교육 로그램을 받은 실

험군과 받지 않은 조군의 노인의 성에 한 지식과 태

도의 차이를 분석하여 교육 로그램의 효과를 검정한 연

구이다. 가설검정을 해 두 그룹간의 수를 비교한 결

과 교육 후 노인의 성에 한 지식은 통계 으로 의미 있

는 차이가 나타났다. 즉 실험군이 교육 후 지식이 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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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의미 있게 높아 노인의 성에 한 교육 로그램이 

요양보호사의 노인의 성에 한 올바른 지식을 향상시킨 

것으로 밝 졌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성에 한 교육

로그램을 실시한 선행연구에서도[7,28-30] 교육 로그

램 용 후 노인의 성에 한 지식이 증가하여 본 연구 결

과와 일치했다.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시설노인의 

성에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고 고려해야 하며 성에 한 

욕구는 노인의 삶의 질과 련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39].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

하는 요양보호사를 상으로 실무 심교육에 을 맞

춘 노인 련 성교육 로그램을 시행하 다. 노인요양시

설 요양보호사의 높은 연령 와 업무를 고려하여 다양한 

그림과 동 상을 활용한 교육과 토론을 통해 실무에 

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요양보호사가 노인의 성에 한 

지식 증가와 함께 노인의 성에 한 태도가 정으로 변

화될 것으로 사료된다. 

노인 련 성교육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

지 않은 조군보다 태도 검사 결과에서 통계 으로 의

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즉 실험군의 교육 후 태도 

수가 조군보다 정 인 방향으로 변화하 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

고 있는 요양보호사를 상으로 성교육 로그램 실시 

후 정 인 태도로 변화되었다는[7]의 연구와 일치하다. 

한 [39]의 연구에서도 노인의 성에 한 편견과 일탈행

동, 성기능 장애, 성별과 연령에 따른 노화와 성기능, 행

복한 부부  즐거운 독신되기, 이성교제  재혼을 교육

안을 구성하여 노인복지 에서 60세 이상 노인을 상으

로 집단 노인 성교육 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성교육이 

성 건강과 련된 정 인 성태도 변화에 큰 향을 미

쳤고, [41]은 노년기 부부를 상으로 성  응 교육 

로그램을 용하여 성에 한 올바른 지식 향상과 부정

인 태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연구와 유사했다. 

최근 노인의 성은 단순히 감추어야 할 부분이 아니며 

노인 본인의 삶의 만족도에 많은 향을 차지하고 있다

고 보고되고 있다[13]. 특히 시설노인의 성은 더 감추어

지고 무시되면서 삶의 질이 많이 하되고 있다

[13,16-19]. 따라서, 증가하고 있는 시설 거주 노인의 삶

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해서 노인의 성에 한 올바

른 지식과 태도를 갖고 올바른 성 건강 리를 제공하는 

문가의 역할이 새롭게 두되고 있다[21,31]. 

재 노인들은 자신들의 성에 해서 정 으로 받

아들여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39], 시설에서 노인

들의 욕구를 먼  사정하고 해결해주어야 하는 요양보호

사들이 먼  노인의 성에 한 올바른 지식과 정  태

도의 변화가 시 한 상황이다. 올바른 실천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지식이며 이는 태도와 련이 높은 것으로 지식

이 높을수록 허용 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42]. 즉, 시설

에 거주하는 노인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요양

보호사들이 노인들의 성  심과 행동에 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노인의 성 문제에 심을 가지며 노인의 

성을 기시하는 분 기를 쇄신하도록 사회  인식을 변

화시키는데 앞장서야 할 필요가 있으며, 건강한 성생활 

 성기능의 변화와 노화에 따른 남녀의 생리  변화, 성

병의 방과 치료 등에 한 구체 이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해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삶의 마지막 과정이자 은퇴 후 새로운 삶의 

시작인 노인이 새롭게 시작하는 요양시설에서 노인을 잘 

이해해주어야 하는 요양보호사를 상으로 로그램을 

실시하 다는데 기본 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 실시하

는 노인의 성에 한 교육 로그램이 노인의 성에 한 

지식과 태도를 정 으로 변화시켜 노인의 삶의 질에 

정 인 향을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에 한 성교육 로그램이 요양시설에

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의 노인의 성에 한 지식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해 실시한 실험 연구

로 성교육 로그램이 지식을 증가시키고 정 인 태도

로 변화시키는데 효과 인 간호 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개발된 노인의 로그램의 효과의 지속성을 검

증하기 해 일정 기간을 두고 재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

는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노인요양시설 뿐 아니라 노인 병원, 노인 양료원 

등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게도 본 연구의 노인 성교

육 로그램을 용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노인의 성에 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뿐 아니라 사회 반에 걸친 노인의 성교육 

로그램의 개발과 용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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