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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knowledge, attitudes, and educational needs for 
gerontological nursing in cancer hospital nurses. Methods: Participants included 208 nurses who had been 
working in the general wards for more than 6 months.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through self-reported 
questionnaires. The Knowledge Scale and Educational Needs for Gerontological Nursing Scale were used for 
data collection. Also, a Korean version of the Attitudes Toward Older Adults Scale developed by Lim was us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Duncan test for multiple comparisons. Results: 
The average score of the nurses’ knowledge on nursing care for older adults was 21.09 out of 30 points, and their 
attitudes toward older adults scored 4.29 out of 7 points, which was within a neutral range. The average score 
of the needs for gerontological nursing education was 4.10 out of 5. In the knowledge level assessment, the drug 
intervention area showed the lowest score. In terms of the educational needs, geriatric clinical symptoms such 
as a sore and delirium, and the drug intervention, including dose and toxicity, showed the highest score. 
Conclusion: Based on the above results, providing education is necessary for cancer hospital nurses so their 
knowledge on and positive attitudes toward older adults can impr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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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 인구의 비중이 급속하게 증가하여 

2017년 14.2%로 고령사회가 되었고, 2025년에는 그 비율이 

20%가 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 그

리고 2018년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환자 중 52.7%가 60대 노

인 환자로 그 중 한국인 사망원인 1위인 암 질환으로 진료 받

은 노인 환자는 56.8%로 가장 많았다[2]. 인구 고령화와 암의 

관련성 때문에 암 환자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급속

하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노인은 계속된 건강관리가 요구되

며 적절한 노인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의

료를 제공하는 간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3]. 더구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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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6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가 확대

되고 있는 시점에 암 병원 간호사는 노인 암 환자의 전인적 간

호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 암 환자에 대한 이해와 정신적 지지

는 더욱 더 필요하게 되었다[4]. 

그리고 노인 간호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면서 노인 간호학

의 교육요구도도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간호교육계에서 

노인 간호학은 표준 교과과정이 정착되지 않았고, 높은 교육 

요구도에 맞추기 위한 준비는 미진한 실정이다[5]. 특히, 암 병

동에 입원한 환자 중 과반수가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암 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보수교육내용과 종양 전문간호

사 과정에서의 내용은 대부분이 일반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법, 증상관리, 완화간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소아 암 환

자간호는 포함되어 있지만 노인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간호

교육의 내용은 부재하였다[6].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국외에서는 간호사 집단의 평균 정답률은 60.6%로 대학생이 

56%, 고등학생이 54%로 나온 것과 비교해서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7]. 국내 연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병원, 종

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8-11], 암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지식수준을 확인하는 연구는 없었다. 선행

연구에서 간호사 집단의 정답률은 근무하는 병원의 특성에 따

라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 48~50% 정도로 외국 결과와 비교

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9]. 노인에 대한 부족한 

지식은 노인 환자를 간호할 때 자신감이 떨어지고, 노인 간호

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10]. 따라서 먼저 간호사의 노인지

식 수준과 더불어 어떠한 내용과 관련한 지식이 부족한지에 

대해 조사하여 교육을 통해 노인 암 환자에게 맞는 양질의 간

호 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국내 노인에 대한 태도를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Kwon 등[8]의 연구에서 7점 만점에 3.72점, Jeong [10]의 연

구에서 4.05점으로 대체로 중립적이었으며, Lim [11]의 연구

에서는 총 140점 만점에 81.53점으로 약간 부정에 가까운 태

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태도는 행동과 관련이 있어 간호사의 

노인 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급성 치료를 받는 노인 환

자의 간호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12]. 즉, 간호사가 노인 환

자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을 경우 노인의 말과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친 감이 형성되어 전인적 노인 간호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는 반면, 간호사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환자와의 신뢰 관계가 낮아져 결과적으로 노인 환자의 

건강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9]. 따라서 노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양질의 간호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암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

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현장에서 요구되는 노인 간호 관련 필요한 사항이 무

엇인지를 파악하여 이를 기초로 교육이 제공될 때 간호사들은 

보다 더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고,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특히, 인간이 성장하면서 각기 다른 요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13], 노년기 특성에 따라 주요하게 다루

어져야 할 간호교육요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간호교육 프

로그램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암 병원 간호사

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와 노인 간호 교육 요구도를 파악하

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암 병원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노인 

간호 교육 요구도를 확인하고 대상자 특성에 따른 차이를 알

아보고자 실시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도 소재 암전문병원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일반병동 간호사이다. 중환자실과 수술

실 등 특수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 외래간호사는 질환의 중

증도와 재원기간 등이 일반병동과 차이가 있어 제외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표본추출 공식에 따른 표본 수 계산 프로그램 

G*Power 3.1.9.4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ANOVA 분석에서 최

대 집단 수 5,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중간효과 크기 .25

로 하였을 때 자료분석을 위한 적정 표본 수는 200명이었다. 

이에 탈락률 10% 고려하여 220명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진행

하였고, 220명의 회수된 설문지에서 응답이 불충분한 12명의 

자료는 제외하고 208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3. 연구도구

1) 노인에 대한 지식 

노인에 대한 간호지식 측정 문항은 기존 노인지식을 사정하

는 도구인 Palmore [7]의 Facts on Aging Quiz part 1 (FAQ 

1)이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측정할 수 있는 노화에 대한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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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지식에 대한 것으로 암 병원 간호사의 노인지식 정도를 확

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노인 암 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지식 측정도구를 연구자가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도구의 개발

은 본 연구자가 노인 간호 관련 전문서적을 참고하고[14,15],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개발하였다. 먼저, 설

문지 구성을 위한 기초조사로 노인에 대한 지식 정도를 측정

한 Kwon 등[8], Lim [11], Dikken 등[12], Palmore [7]의 연

구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암 병원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노

인간호학 교육 현황을 조사한 Baik 등[5]의 연구, 암성 통증 관

리 지식을 조사한 Jeong과 Kim [16]의 연구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문헌고찰을 토대로 노인 암 환자의 특성

을 반영한 간호지식 측정도구 30문항을 일차적으로 작성하였

다. 1차 설문지를 간호학 교수 3인에게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

명하고, 문항의 적절성과 명확성을 확인하였다. 검토 의견을 

토대로 수정, 삭제, 보완하여 30문항의 2차 설문지를 작성하

였다. 간호학 교수 3인과 암 병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인전문

간호사 1인, 종양 전문간호사 2인, 경력 10년 이상의 책임간호

사급 이상의 실무자 3인, 실금, 욕창 자문을 위한 상처 ․ 장루 전

문간호사 1인에게 내용 타당도 검증을 하였다. 전문가 타당도

는 Likert 4점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전문가들의 평가 결과 도

구 전체 문항에 대한 Content Validity Index (CVI)는 .92였

고, CVI .8 이하인 문항은 없어 30문항 모두 측정도구에 포함

했다. 다시 10명의 암 병동간호사에게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질문에 대해 응답하는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렵거나 혼돈을 주

는 문항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수정 사항이 

없어 그대로 질문지를 적용하였다. 하위영역별로 보면 노인 

간호이론 3문항, 노인 증후군 9문항, 노인 간호 관련 간호사정 

2문항, 노인 간호 관련 간호중재 16문항(특수간호: 7문항, 노

인 약물투여: 3문항, 교육과 상담: 2문항, 환경과 자원관리: 4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응답자들은 문항을 읽고 ‘참’, ‘거짓’, 

‘모름’을 선택하게 하였고 문항별 정답 1점, 오답과 모름을 0

점으로 하여 30문항에 대한 점수를 산출하였다. 노인 간호에 

대한 지식 총점은 최저 0점에서 최고 3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

록 노인 간호에 대한 지식점수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도

구에서 신뢰도는 Kuder-Richardson (KR) 20=.65였다.

2)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에 대한 태도는 Sanders 등[17]이 개발하고 Lim [11]

이 번안한 것을 도구 개발자와 번역자에게 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반된 

형용사 쌍으로 1점에서 7점까지의 Likert 7점 척도이다. 1점은 

매우 긍정적이며, 7점은 매우 부정적 응답에 해당된다. Sanders 

등[17]의 연구에서 7점 척도임을 감안하여 평균 3.5~4.5점(총점 

환산 시 70~90점)을 중립적인 태도로 보았으며, 가능한 점수는 

최저 20점(가장 긍정적)에서 최고 140점(가장 부정적)이었다. 

본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Lim [11]의 연구에서 Cronbach’s ⍺
는 .82였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역시 Cronbach’s ⍺는 .82였다.

3) 노인 간호 교육 요구도

노인 간호 교육 요구도는 현장에서 노인을 간호하는 간호

사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선

행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종합병원 간호사, 노인요양기관, 

노인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암병원 간호사의 노

인 간호 교육 요구도 정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암 환자에 대한 암 병원 간호사의 노인 간

호 교육 요구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연구자가 도구를 개발

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노인 간호에 대한 교육요구 문항은 노

인 간호 관련 문헌고찰[14,15]과 전문가, 암 병동간호사들의 

의견을 토대로 개발하였다. 설문지 구성을 위한 기초조사로 

암 병동에서 근무를 하는 현직 간호사 10명에게 노인 간호와 

관련하여 어떤 교육을 받기 원하는지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 지식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다. 또한, 노인 간호 

교육 요구도를 측정한 Kim 등[3], Han [18], Park [19]등의 연

구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미국 Oncology Nursing Society에

서 하는 교육[20]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노인 간호에 필요

한 지식요구도 47문항을 일차적으로 작성하였다. 1차 설문지

를 간호학 교수 3인이 검토하게 한 후 이들의 의견을 토대로 

수정, 삭제, 보완하여 43문항의 2차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2차 

설문지 문항의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간호학 교수 3인

과 노인전문간호사 1인, 종양 전문간호사 2인, 경력 10년 이상

의 책임간호사급 이상의 실무자 3인, 실금, 욕창에 자문을 준 

상처 ․ 장루 전문간호사 1인으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였다. 

연구자가 구성한 영역과 문항에 관한 내용을 보내고 수정할 

문항 또는 내용에 대한 의견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전문가 타

당도는 Likert 4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전문가들의 평가 결과 

전문가 CVI는 .98점이었고, CVI .8 이하인 문항은 없어서 43

문항 모두 측정도구에 포함시켰다. 10명의 암 병동간호사에

게 예비 조사를 시행하여 질문에 응답할 때 이해하기 어렵거

나 혼돈을 주는지 확인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

다. 하위영역으로는 노인 간호이론, 노인 증후군, 노인 간호 관

련 간호사정, 노인 간호 관련 간호중재(특수간호, 노인 약물투

여, 교육과 상담, 환경과 자원관리)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Vol. 23 No. 4, 2021 387

암 병원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와 노인 간호 교육 요구도

대해 ‘전혀 필요하지 않다’ 1점부터 ‘매우 필요하다’ 5점까지 

응답하게 되어있다. 총점은 최저 43점에서 최고 215점으로 점

수가 높을수록 노인 간호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높음을 의미

한다. 본 연구도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는 .96이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경기도 소재 암 전문병원 일반병동

에 근무하는 전체 간호사를 모집단으로 하여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편의 추출을 하였다. 자료의 수

집은 해당병원 기관생명윤리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간

호본부를 방문하여 연구에 관해 설명하고, 연구 진행에 대한 

허락을 받아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은 각 병동에 연구자가 직

접 방문하여 병동 수간호사에게 연구에 관해 설명하고 2개월

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였다. 병동 수간호사의 협조 하에 병동 

간호사실에 설문지 샘플과 더불어 연구의 목적, 비 보장 및 

연구참여자의 권리에 대해 서면으로 준비된 서류를 비치하였

다. 이후 간호사가 내용을 확인 한 후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

를 동의한 경우 명단에 이름을 기록하도록 하였고, 연구자가 

재방문하여 연구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한 경우 

질문지와 회신 봉투를 전달하였다. 질문지는 자료수집에 참여

하는 간호사가 직접 작성하여 완료한 후 제공한 회신봉투에 

담아 개봉할 수 없도록 붙임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5일 후 재

방문하여 연구자가 일괄 수거하였다. 질문지 수거 시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한 자료는 SPSS/WIN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

하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변수들의 빈도, 평균, 

표준편차는 서술적 통계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 정도와 태도, 노인간호 교육 요구도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로 검증하고 

사후 검정은 Duncan test로 분석하였다. 도구의 신뢰도 Cron-

bach’s ⍺, Kuder-Richardson 20 값을 산출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G병원 연구윤리심사위원회의 승인

(NCC2020-0210)을 받았다. 연구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

한 법률을 숙지하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연구참여자에게 연구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경우 연구를 진행하며, 거절하

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고, 참여한 동의는 언제든지 원하

면 철회할 수 있음을 알리고 이를 설명문으로 제공하였다. 대

상자의 익명성과 비 보장을 위해 자료는 모두 숫자로 입력하

였으며, 컴퓨터에 비 번호 잠금장치를 하였고, 자료의 보고

는 전체 통계 결과로 보고하였다. 수집된 설문지는 잠금장치

가 있는 보관함에 두고, 연구보고를 마친 후 모두 폐기함을 연

구참여자에게 설명하였다.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수준, 태도, 노인 간호 교육 요구도의 차이는 Table 1

과 같다.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여자가 98.1%로 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평균나이는 29.59±5.8세였고, 20대가 

63.5%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교육 수준은 4년제 졸업이 

79.8%, 대학원 이상이 15.9%, 3년제 졸업이 4.3% 순이었다. 종

교는 없는 경우가 59.6%, 배우자가 없는 대상자가 75%였다. 총 

임상경력은 평균 6.61±6.17년이었다. 연구대상자의 병동 내에

서 맡은 역할은 일반 간호사가 89.9%로 가장 많았으며, 주임간

호사 5.3%, 교육 간호사 2.9%였다. 대상자의 노인 간호를 배웠

던 경로를 살펴보면, ‘학부 정규과목으로 배움’이 81.3%였고, 

‘다른 과목 속에서 배움’ 10.6%, ‘배운 적 없음’이 6.7%, ‘단기연

수(보수교육)로 배움’ 1.4% 순으로 높았다. 노인과의 동거했던 

경험에 대해서는 ‘없다’는 61.1%, 노인을 대상으로 봉사 활동

을 했던 경험에 대해서는 74.5%가 있다고 답하였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12.99, p<.001), 사후 분석 결과 30대의 평균점

수가 22.35점, 40대는 평균점수가 22.50점으로 20대 20.34점

보다 노인에 대한 지식이 더 높았다. 교육수준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7.85, p<.001), 사후 분석 결과 

4년제의 평균점수 20.73점, 3년제의 평균점수 21.11점보다 대학

원 이상에서 평균점수 22.88점으로 지식수준이 높았다. 배우자

가 있는 경우 평균점수가 22.52점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평균

점수 20.58점보다 지식이 유의하게 높았다(t=4.32, p<.001). 

임상경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11.62, 

p<.001), 사후 분석 결과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경우 평균점

수가 22.98점으로 이는 ‘3년 미만’ 20.30점, ‘3년 이상~5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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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s in Knowledge Level, Attitude and Education Needs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0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Knowledge Attitude Education needs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Female
Male

204 (98.1)
 4 (1.9)

21.04±2.95
23.50±0.58

-1.67
(.097)

85.77±10.75
87.00±14.17

-0.23
(.822)

4.11±0.44
3.87±0.20

1.06
(.292)

Age (year) 20~29a

30~39b

≥40c

132 (63.5)
 62 (29.8)
14 (6.7)

20.34±2.83
22.35±2.78
22.50±2.21

12.99
(＜.001)
a＜b, c* 

84.44±9.48
86.77±11.97
94.21±13.15

5.83
(.003)

a, b＜c*

4.05±0.44
4.16±0.42
4.36±0.49

3.82
(.024)
a＜c*

Education 
level

Collegea

Universityb

≥Graduate schoolc

 9 (4.3)
166 (79.8)
 33 (15.9)

21.11±4.17
20.73±2.83
22.88±2.53

7.85
(＜.001)
b, a＜c* 

87.56±13.83
85.07±10.04
88.94±13.05

1.91
(.150)

4.20±0.53
4.08±0.43
4.22±0.47

1.81
(.166)

Religion Yes
No

 84 (40.4)
124 (59.6)

20.98±3.00
21.16±2.91

-0.45
(.657)

86.73±10.12
85.16±11.20

1.03
(.306)

4.11±0.47
4.10±0.42

0.26
(.797)

Marital status Married
Single

 52 (25.0)
156 (75.0)

22.52±2.48
20.61±2.93

4.22
＜.001

87.65±10.71
85.17±10.77

1.44
(.151)

4.19±0.50
4.08±0.42

1.70
(.090)

Length of
career (year)

＜3a

3~5b

5~10c

≥10d

 79 (38.0)
 37 (17.8)
 40 (19.2)
 52 (25.0)

20.30±2.79
20.54±2.75
20.68±3.01
22.98±2.45

11.19
(＜.001)

a, b, c＜d* 

82.86±10.01
86.51±9.33
88.58±10.58
87.60±12.18

3.50
(.017)

a＜d, c*

4.11±0.41
3.92±0.38
4.10±0.46
4.23±0.47

3.62
(.014)
b＜d*

Wok position Nursea

Charge nurseb

Nurse educatorc

Staff nursed

187 (89.9)
11 (5.3)
 6 (2.9)
 4 (1.9)

20.81±2.84
22.82±2.60
24.00±2.97
23.75±2.22

5.26
(.002)
a＜c* 

85.45±10.50
85.73±14.09
87.5±7.97
99.50±12.69

2.31
(.077)

4.08±0.44
4.22±0.44
4.44±0.59
4.26±0.37

1.73
(.161)

Paths to learning of 
gerontological 
nursing

Gerontological nursing 
in regular class

Other subject in regular 
class

Continuing education
Never learned

169 (81.3)

 22 (10.6)

 3 (1.4)
14 (6.7)

20.98±2.92

21.05±3.27

22.67±2.52
22.14±2.69

0.97
(.407)

85.78±11.03

84.00±9.62

93.33±10.60
87.14±9.43

0.76
(.516)

4.11±0.45

4.17±0.45

4.03±0.30
3.96±0.41

0.72
(.544)

Experience of living 
with older adults

Yes
No

 81 (38.9)
127 (61.1)

20.95±3.20
21.14±2.72

-0.53
(.596)

85.33±12.73
86.09±9.38

-0.49
(.624)

4.15±0.41
4.08±0.46

1.22
(.224)

Experience of 
volunteering for 
older adults

Yes
No

155 (74.5)
 53 (25.5)

20.92±2.83
21.51±3.14

-1.22
(.226)

85.25±10.77
87.40±10.75

-1.26
(.211)

4.10±0.43
4.12±0.47

-0.21
(.831)

*Duncan test.

만’ 20.54점, ‘5년 이상~10년 미만’ 20.68점보다 지식수준이 

높았다. 업무 역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

데(F=5.26, p=.002), 사후 분석 결과 일반 간호사의 평균점수 

20.81점보다 교육 간호사에서 평균점수 24.00점으로 지식수

준이 높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에서는 나이(F=5.83, 

p=.003)와 임상경력(F=3.50, p=.017)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나이의 경우 사후 분석 결과 40대 평균점수

가 94.21점으로 20대의 평균점수가 84.44점, 30대의 평균점수 

86.77점보다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가 높아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임상경력에서는 사후 분석 결과 3년 미만 간호사의 평

균점수 82.86점보다 10년 이상 간호사의 평균점수 87.60점, 5

년 이상~10년 미만 간호사의 평균점수 88.58점으로 점수가 높

아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 간호 교육 요구도에서는 나이(F= 

3.82, p=.024)와 임상경력(F=3.62, p=.01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나이에 대한 사후 분석 결과 20대의 평

균점수 4.05점보다 40대의 평균점수 4.36점으로 노인 간호 교

육요구도가 높았다. 임상경력의 사후 분석 결과에서는 3년 이

상~5년 미만 경력 간호사의 평균점수 3.92점보다 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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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evel of the Knowledge, Attitude and Gerontological Nursing Education Needs (N=208)

Variables (score range) M±SD Score converted to 100% Rank

Knowledge (0~30) 
 Gerontological nursing theories (0~3) 
 Geriatric syndrome (0~9) 
 Nursing assessment for older adults (0~2)
 Special nursing intervention for older adults (0~7)
 Drug intervention for older adults (0~3)
 Education and counseling (0~2)
 Environment and resource management (0~4)

21.09±2.93
 1.65±0.38
 6.99±2.18
 1.77±0.03
 5.38±2.01
 0.97±1.22
 1.76±0.19
 2.55±1.06

70.2
55.0
77.7
88.5
76.9
32.2
88.0
63.7

6
3
1
4
7
2
5

Attitude (20~140)  85.79±10.78

Education needs (1~5) 
 Gerontological nursing theories 
 Geriatric syndrome
 Nursing assessment for older adults
 Special nursing intervention for older adults
 Drug intervention for older adults
 Education and counseling
 Environment and resource management

 4.10±0.44
 3.88±0.50
 4.36±0.57
 3.87±0.55
 4.16±0.53
 4.28±0.57
 4.13±0.60
 4.05±0.60

6
1
7
3
2
4
5

경력 간호사의 평균점수 4.23점으로 노인 간호 교육 요구도가 

높았다.

2.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와 노인 간호 교육 

요구도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와 노인 간호 교육 요구도

에 대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수

준을 조사한 결과 지식점수는 30점 만점에 최고 27점, 최저 13

점, 평균 21.09점이었고, 평균점수를 100점으로 환산 한 결과 

70.22점이었다. 하부영역별로 지식의 수준을 조사한 결과 노

인 간호 관련 간호사정 영역이 가장 높았는데 100점으로 환산

된 점수에서 88.5점을 보였으며, 교육과 상담영역은 88.0점, 

노인 증후군 영역은 77.7점의 평균점수를 보였다. 노인 특수

간호 76.9점, 환경과 자원관리 63.7점, 노인 간호이론 55.0점, 

가장 낮았던 영역은 노인 약물투여 영역으로 32.2점이었다. 

대상자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의 평균 점수는 140점 만점에 

85.79점으로 나타나 중립적인 범위 내에 있었다. 대상자의 노

인 간호 교육 요구도에 대한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4.10점이

었고, 총 215점 만점에 평균 174.23±18.96점이었다. 영역별로

는 욕창, 실금, 낙상, 섬망과 같은 임상에서 노인에게 흔히 발

생하는 노인증후군영역이 4.36점으로 가장 높았고, 약의 용량

과 독성, 투약교육, 진통제사용 등을 포함하는 노인 약물 관련 

중재영역 4.28점, 호스피스간호, 치매 환자간호, 항암치료간

호, 수술 환자간호, 방사선 치료 환자 간호를 포함하는 노인 특

수간호 영역이 4.16점이었다. 노인에 대한 심리, 정서적 지지, 

노인 환자와의 상호작용, 의사소통 기술과 상담기법 등을 포

함하는 교육과 상담 영역은 4.13점, 감염관리, 노인 학대 및 방

치, 노인보건의료정책 등을 포함하는 환경과 자원관리 영역이 

4.05점, 노화이론을 포함한 노인 간호이론 영역이 3.88점, 노

인의 기능평가, 인지기능검사 등을 포함한 노인 간호사정 영

역이 3.87점으로 가장 낮았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암 전문병원 간호사의 노인 환자 간호에 

대한 지식의 정도와 태도, 노인 간호 교육 요구도의 내용을 파

악하고자 실시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노인에 대한 대상자들

의 지식 정도를 측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총 30점 만점에 평균 

21.09점으로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70.2점이었다. 

연구에서 사용한 노인지식 측정도구는 암 병동간호사에게 노

인암 환자 관련 지식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연구자가 개발하고 

처음 사용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하지만 국내에서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던 결과와 비교하면 Lim 

[11]이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일반적인 지

식수준을 조사하는 FAQ 1 도구를 사용한 결과에서는 52.4점,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Park [19]의 연구에서의 정답

률이 53.3점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낮은 정답률을 나타내었다. 

또한, 노인요양병원 간호사 대상으로 한 Kwon 등[8], Park 등

[21]의 연구에서도 각각 49점, 45.6점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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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점수였다. 이는 기존 FAQ 1 도구는 대부분 노화에 관한 

다방면의 지식과 일반적인 편견이나 인식에 대해 측정한 것

이다[7]. 하지만 연구에 사용된 노인간호에 대한 지식 측정도

구는 노인 암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가 알아야 할 지식에 초점

을 두고 개발하여 적용하였기에 정답률에 차이가 발생되었을 

수 있겠다. 반면, The Knowledge-about-Older-Patients-Quiz 

(KOP-Q)를 이용하여 노인에 대한 지식 정도를 조사한 Dikken 

등[12]의 연구에서는 네덜란드 간호사의 정답률 83.9점, 미국

간호사의 정답률이 78.9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비교해 높은 점

수였다. 이는 교과과정에서 노인 간호학의 정규과목 개설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2003년 노인 간호학을 교과

목으로 개설한 학교의 80%가 필수 교과목으로 개설하였고, 

노인 간호 이론과 실습 교육을 포함하고 있으나 미국과 비교

해 국내에서는 2013년 노인간호학 교육현황을 조사했을 때, 

51개 참여대학 중 노인 간호학을 필수 교과목으로 개설한 학

교가 31.4%에 그쳤고, 27곳은 노인 간호학 이론수업만 개설하

고 있었다[22]. 그리고 본 연구에서도 암병원간호사 169명

(81.3%)이 학부과정에서 노인 간호학을 이수했다고는 응답했

지만, 노인지식은 평균점수 20.95점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

는 간호사 대다수가 노인 간호학을 이수했지만, 이론만의 교육

이라던가 적은 학점으로의 운영 등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으로의 교육이 제공되지 못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결과일 것이

다. 따라서 학부과정에서 적절한 학점과 실습운영을 포함하여 

이론과 실무를 향상할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

한 교과내용과 관련하여 국내 30개 대학의 노인 간호학 교과

내용을 미국 National Gerontological Nursing Association 

(NGNA)에서 제시한 핵심교과내용에 근거하여 분석한 결과

를 토대로 살펴보면 국내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행정적 이슈와 더불어 법적/윤리적 이슈가 강화되고는 

있으나 핵심교과 내용 중에서 여전 충분하게 다루어지지는 못

하는 한계가 있어 보다 실무에서 요구되는 교과내용으로의 구

성이 요구된다 하겠다[5]. 

지식부분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노인 간호 관련 간호사정 

영역은 평균 88.5점으로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고, 다음

으로 교육과 상담영역이 88.0점으로 비슷한 평균점수를 보였

다. 간호사정은 간호과정의 첫 번째 단계로 문제를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교육과 상담은 간호사의 독

자적 중재가 가능한 영역으로 환자의 자가 간호를 위한 지식

제공의 교육 효과뿐 아니라 대상자들의 행위변화를 지지해주

고 강화해 자가간호 수행을 증진해 주는 것이다[26]. 따라서 

이 영역의 지식은 실제 임상에서 대상자에게 적용할 기회가 

많아 상대적으로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가장 낮았

던 영역은 노인 약물중재 영역으로 32.2점의 평균점수를 보였

다. 노인 약물중재 영역의 경우 노인지식을 묻는 선행연구에

서는 약물과 관련하여 지식을 묻는 문항이 없었기 때문에 비

교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문항별로 보았을 때 가장 낮은 정답

률을 보인 문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인에서는 마약성 

진통제의 중독이나 오용의 위험이 매우 낮다’로 3.8점의 평균

점수를 보였고, ‘정맥주사로 진통제를 투여 받는 환자가 오심

과 구토 증세를 보이면 진통제는 계속 투여하면서 진토제를 

투여한다’ 두 번째로 낮은 13.9점이었다. 두 문항 모두 약물 중

재영역 중에서도 암성통증과 관련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간

호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Jeong과 Kim [16]의 연구에서

도 61.3점에 그쳤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의 진통제

에 대한 효과와 진통제 부작용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을 반

영하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 이와 관련한 교육이 필요하겠다. 

노인 간호이론 영역의 평균점수는 55.0점으로 두 번째로 낮았

다. 노인 간호이론 영역의 지식 문항은 노화에 따른 생리적 변

화를 묻는 내용이었다. 정답률이 낮았던 문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인에게는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인 다뇨, 다음, 

다식 등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평균점수 40.9점, ‘노인

은 생리적 변화로 젊은 환자에 비해 항암제 독성 발현이 증가

한다’ 58.2점이었다. 

다음으로 정답률이 낮았던 문항은 환경과 자원관리 영역의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침대에 수평으로 누워있는 환자에

게는 억제대를 사용하면 안된다’로 평균점수 29.3점이었다. 

신체적 억제대 지침 개발 및 사용 효과를 연구한 Jung 등[23]

의 연구와 비교해 보면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침대에 수평

으로 누워있는 환자에게는 억제대를 사용하면 안된다’에 대

한 지식이 중재 전 7.41% 정답률이 신체적 억제대 지침 교육 

후 40.7%로 증가되었다. 65세 이상의 환자들은 젊은 환자들과 

비교해 신체적 억제대 사용률이 높아, 노인인구증가에 따른 

신체적 억제대 사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Jung 등

[23]의 연구에서 신체적 억제대 지침은 간호사에게 있어서는 

신체적 억제대 지식, 간호실무 향상을 끌어냈고, 환자에게 무

분별한 억제대 사용을 줄이고 신체적 억제대 사용 건수 및 평

균 사용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이에 암병원 간호사에게도 

신체적 억제대 관련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환경과 자원관리 영역의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인 장기 요양등급을 받아야

만 한다’가 평균점수 61.5점이었고,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은 

62명으로 가장 많았다. 2008년 7월에 도입된 노인 장기요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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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병원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와 노인 간호 교육 요구도

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

관을 통해 신체 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24]. 노인 암 환자들은 치료과정에서 노화와 연관된 

여러 장기 기능의 감소로 인해 수술, 방사선요법, 항암화학요

법 등의 암 치료로 인한 부작용과 합병증 발생의 위험이 커 퇴

원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3]. 그래서 국

가에서도 지역사회의 암 환자의 삶의 질을 증대시키고, 가족 

구성원의 환자 보호 및 간호 등에 따른 부담 감소를 위한 재가 

암 환자관리 사업을 하고 있다[25]. 더불어 일상생활을 수행하

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도 있어 이

를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암 환자가 퇴원 후 치료가 단절 없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암병원 간호사가 퇴원 시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에 대한 지식 등과 관련한 행정

적 이슈를 교육내용에 포함할 필요가 있겠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을 살펴보면, 연령에

서 30, 40대가 20대보다, 임상경력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경

우가 10년 미만의 경력자보다, 교육수준에서 4년제, 3년제보

다 대학원 이상에서 지식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

하여 Lim [11]의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의 차이

가 없었던 것과는 차이가 있지만 Kim 등[26]의 연구에서 

35~40세 미만에서 가장 지식 정도가 높았던 것과 Kwon 등[8]

의 연구에서 3년제, 4년제보다 대학원 이상에서 높았던 것과

는 맥락을 같이하였다. 

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총 140점에 85.79점으로 

중립적인 범위(70~90점)내에 있었다. 이를 7점 만점으로 환산

한 점수는 평균 4.29점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Lim [11]의 연구에서 81.53점, 전

문요양기관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Han [18]의 연구에서

는 81.11점인 것과 비슷하다. 그리고 노인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Kwon 등[8]의 연구에서 7점 만점에서 3.72

점, 노인요양병원과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Jeong [10]의 연구에서 4.05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중립적인 범위 내

에서 약간 부정적인 쪽으로 치우쳐 있었다. Kim과 Lee [27]는 

병원의 환경과 관련하여 노인이 쇠약하고 건강상의 문제가 있

는 상황에서 노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간호사는 긍정

적인 경험이 적고, 환자의 간호요구보다는 치료에 우선을 두

게 되어 부정적인 태도에 더 치우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노인암 환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겠다.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문항별로 살펴보면 간호사들

은 노인을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비활동적이고, 지루하

고, 비생산적이고, 아프고, 융통성이 없고, 의존적이고, 보수

적이고, 불평이 많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Lim [11], Park [21]의 연구에서 노인들을 현명하고,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고, 관대하고, 호의적이라고 생각한 것

보다 긍정적인 문항이 적은 결과였다. Lim [11], Park [21]의 

연구는 2000년 초, 중반에 이뤄진 연구로, 최근 우리나라는 노

인 단독가구가 증가하고 핵가족화 된 경향이 있어 노인과의 

관계가 적고, 이해가 적은 것이 원인일 것이다. 부정적으로 생

각하고 있는 문항은 Lim [11], Park [2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

였는데 간호사 집단은 질환이 있는 노인을 많이 접하고 있어 

노인들을 건강하지 못하고 아프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나이에

서 20대, 30대보다 40대가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가 높고 ‘3년 

미만’ 경력간호사보다 ‘5년 이상’ 경력간호사의 태도 평균점

수가 높아 부정적이었다. 나이가 많을수록 경력이 높아지는 

특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Kwon 등[8]의 연구에서

도 같은 결과를 보였지만 연령과 임상경력은 관련 요인이 아

니라는 상반된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11,21]. 관련 선행연

구가 편의 모집된 인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이므로 연령과 

임상경력이 노인에 대한 태도의 관련 요인인지 후속 연구를 

실시하여 결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간호사의 노인 환자

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노인 환자의 건강회복에 영향을 주

게 된다[7,13]. 초고령사회를 앞둔 지금 간호 대상자 중 노인의 

비율은 점점 늘어나 간호사의 긍정적인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부정적인 태도와 연관된 내

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단순히 노인에 대한 단편

적인 지식 교육이 아닌 암 병원 환경에서의 노인연령주의에 

대해 살펴보고, 노인암 환자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겠다. 

노인 간호 교육 요구도는 총 215점 만점에 평균 174.23점이

고, 5점 만점의 4.10점으로 ‘비교적 필요하다’ 이상으로 인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an [18]의 연구에서도 총점 176

점 만점에 평균 113.31점으로 비교적 교육 요구도가 높았고, 

Kim 등[3]의 연구에서도 지식과 실무교육 요구도는 4점 만점

에 각각 평균 3.43점으로 선행연구와 유사하였다. 영역별 노

인 간호 교육 요구도에서는 노인 증후군 영역이 4.30점으로 가

장 높았고, 약물 중재 영역 4.28점, 특수간호 영역 4.16점이었

다. 그리고 노인 간호사정 영역이 3.87점으로 교육 요구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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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낮았으며, 노인 간호이론 영역도 3.88점으로 낮았다. 이

는 Han [18]의 영역별 평균의 결과가 ‘노인 간호기술’이 37.28

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 간호과정’ 33.88점, ‘노인

건강문제’ 27.78점, ‘노인 간호이론’ 14.36점 순이었던 것과 비

슷하다. 

영역별 노인지식과 노인 간호 교육 요구도를 비교해 볼 때, 

노인 약물중재 영역은 가장 낮은 지식수준을 보였고 교육의 

요구도는 2번째로 높았다. 이는 노인 환자 대부분이 다약제 약

물을 복용하고 있으며 이는 약물의 상호작용, 부작용, 상승효

과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간호사들이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인 증후군 영역은 3번째로 높

은 지식수준을 보였지만 노인 간호 교육 요구도에서는 가장 

높았다. 문항별로 보면, 노인 증후군 영역의 ‘욕창’이 4.46점으

로 가장 높았고, ‘섬망’ 4.44점, ‘낙상’ 4.36점이었다. 이는 지식 

및 실무 요구에서 모두 낙상 및 안전사고와 관련된 문항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고 보고한 Kim 등[3]의 연구와 유사하였다. 

노인 간호와 관련되어 주로 수행하는 업무가 기본간호 다음으

로 욕창이 많았다고 보고되고 있는데[3], 따라서 욕창 간호에 

대한 중요도가 높게 반영된 결과라고 하였다. 섬망은 급성 신체

질환의 치료를 위해 입원한 모든 노인 환자의 7~46%가 경험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28]. 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도 섬

망이 있는 노인 환자를 간호할 수 있으며, 섬망, 치매와 우울은 

흔히 복잡하고 다면적 특성이 있어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가 많아 이는 노인의 삶의 질과 유병률, 사망률에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다[29]. 이에 섬망, 치매, 우울에 대한 지식을 갖고 

사정하여 시기적절하게 선별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겠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 간호 교육 요구도를 살펴보면, 통

계적으로 20대보다 40대에서 교육 요구도가 높았는데, 이는 

20대 간호사들보다 40대 간호사들이 높은 실무교육 요구도를 

보였던 Kim 등[4]의 연구와 같고,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 요구

도가 높았던 Han [18]의 연구결과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하지

만 본 연구의 지식부분에서 30, 40대가 20대 보다 더 많은 지식

을 갖고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경험으로부터 갖게 된 지식은 

있지만 이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의 뒷받침으로 추가적인 교육

에 대한 높은 요구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임상경력에서

는 ‘3년 이상~5년 미만’보다 ‘10년 이상’이 교육 요구도가 높

았다. 이는 Kim 등[3]의 연구에서 15년 이상 근무 대상자가 1

년 이상에서 5년 미만의 근무 대상자보다 노인 간호 지식에 대

한 요구가 높고, Han [18]의 연구에서 11년 이상 15년 이하 집

단이 1년 이상 5년 이하 집단보다 높았던 것과 유사하다. 이는 

90년대 이후에서야 노인 간호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독립적

인 교과목으로 분리되어 왔기 때문에 경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노인 간호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적어 이에 대한 요구도가 높

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개 암병

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편의 표집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간호

사 전체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둘째, 노인암 환자에 대

한 암 병원 간호사의 지식과 교육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외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으나 도구

개발 시 탐색적 요인분석 등 충분한 도구 개발 절차를 진행하

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의 활용을 위해 도구의 보

다 정확한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를 위한 COnsensus-based 

Standards for the selection of health status Measurement 

INstruments (COSMIN) 등의 도구 개발 절차에 따른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지식을 

측정한 도구의 신뢰도가 Kuder-Richardson 20=.65였다. 일

반적으로 내적일관성의 경우 .60~.70 이상을 적정한 신뢰도

로 판단하므로 .65 이상의 신뢰도는 허용할 수준이나[30], 보

다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에서 암 전문병원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와 노인 간호 교육 요구도를 조사하여 추후 노인암 환자의 간

호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공되어야 할 교육의 내용을 파악하

였다. 그 결과 약물 중재 영역은 가장 낮은 지식수준을 보였고 

교육 요구도는 2번째로 높았는데, 특히, 약물의 용량과 부작용

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교육요구가 높았다. 교육 

요구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던 영역은 노인 증후군 영

역으로 욕창, 실금, 낙상, 섬망에 대한 좀 더 실제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나타냈다. 더불어 환경과 자원관리 영역에서는 암 

병원 간호사가 암 환자 퇴원 교육할 때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필요한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에 대한 지식이 낮았고, 교육요

구가 높아 이를 교육내용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암 병원 간호

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중립적인 범위 내에서 약간 부정적

인 쪽으로 치우쳐 있었다. 따라서 암병원 간호사의 지식 및 긍

정적 태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이를 계획하는데 본 연구결과가 기초자

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의 추후 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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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병원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와 노인 간호 교육 요구도

사를 진행하였다. 보다 일반화 시킬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대상자를 확대하여 반복연구를 진행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결과에서 낮게 제시된 지식영역과 필요로 하

는 교육영역을 토대로 추후 노인 간호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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