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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는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기대수명 증가와 경제발전

에 의한 선진국형 식생활습관 변화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Jung, 2015). 이미 한국 노인인구의 

93.9%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고 한다(Korea Health Panel, 

2014). 고령화는 사회 전반의 모든 면에 중요하고 광범위한 영

향을 미친다. 국제적으로 이러한 고령화가 화두가 된 이유 중 

하나는 이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몇 년 전만 해도 많은 문화권에서 노인들은 삶의 특

정 단계에서 조언이나 지원을 받기 위해 찾아가는 지혜의 원천

으로 여겨졌다. 노인들은 삶의 과정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과 

노력 자체로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사회 구성원이었다. 오늘날 

서구 사회의 노인에 대한 지배적인 견해는 질병, 장애, 비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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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그리고 가족, 사회 또는 의료 시스템에 부담이 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Henríquez et al., 2019). 우리나라는 전통적으

로 유교 문화에 입각한 효의 사상이 자리하여 연령주의가 낮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나이 듦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노령 인구에 대해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Yun & Lachman, 2006). Jin 등(2001)

의 연구에서도 미국인보다 한국인이 노인에 대한 고정 관념을 

더욱 부정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령주의는 어

떤 연령집단보다 우월하거나 혹은 열등하다는 신념을 갖게 되

고 이것이 사회에 의해 규정되어진다면 연령주의는 사회구조적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태도 실

태를 파악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태도는 어떠한 대상에 대한 믿음, 느낌, 그리고 행동 의도가 

결합되어 있는 정신적 준비상태로 정의한다. 즉 개인이 선택적

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안정적인 신념 구조로 구성되고(Lee & 

Jang, 2016), 대상이 공감이나 근접성 경향을 보이면 긍정적일 

수 있고 거부나 회피 경향을 보이면 부정적일 수 있다. 전문가

의 긍정적인 태도는 노인들이 활동을 유지하고 우울증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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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격려하게 되고, 부정적인 태도는 처음에는 노인에 대한 

집중을 덜 갖게 되는 정도로 시작해서 이후에는 그 사람의 전

반적인 삶의 질에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Chachamovich et al., 2008). 따라서 태도는 전문가 또는 특

정 세대에 국한될 수 없으며,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

을 갖게 될 학생이나 전문가는 더욱더 바람직한 태도를 갖기 

위한 훈련을 받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간호, 의학 및 

복지와 관련된 전문 인력들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태도 및 

인식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전문 인력의 경우 보호자

와 소통이 많다면 언어재활사는 노인들의 의사소통 향상을 위

해 그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게 된다. 언어재활사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 연구는 언어재활의 효과를 보장하기 위한 매우 시급

한 과제이다. 

언어재활사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는 직업 중 

하나이다(American Speech-Language-Hearing Association, 

2002). 언어재활사는 아동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노화 또는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겪게 되는 의사소통 문제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고령화 사회는 노인성 질환자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치매나 뇌혈관 질환과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의사소통장애 

인구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미 치매나 우울증과 같은 인지 

및 정신건강문제를 가진 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Korea Health Panel, 2014). 정상적인 노화로 인한 의사소통

의 어려움을 겪는 노인의 수까지 포함하면 노인 언어재활 대상

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Park(2020)은 이미 국내에서 언

어재활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약 40만 명 수준으로, 

아동기 언어재활 대상자 수를 상회한다고 하였다. 또한 Kang 

등(2019)의 연구에서는 언어재활사의 97% 이상이 노인 언어재

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노인이 되어서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들의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장 효과적인 

의사소통 전략을 제공받아야 할 것이다(Lee & Sohn, 2018). 

성공적인 언어재활을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가

져야 한다. 노인에 대한 태도는 치료 효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

기 때문이다(Gabel et al., 2003).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와 지식 부족은 노인을 치료하는 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Hweidi & Al-Obeisat, 2006).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는 노인

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의 과정으로 정의되는 연령차별로 이

어질 수 있다(Kearney et al., 2000). 따라서 노인에게 성공적

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선 언어재활사의 태도 분석이 

필요하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수련과정 동안 노인에 대한 태

도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여 바람직한 태

도를 갖게 하는 것이다. 노인에 대한 태도는 교육을 통해 개선

(Rejeh et al., 2012)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언어재활사

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평가하는 신뢰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

도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언어재활 분야에서 노인에 대한 태도와 고정 관념에 대한 연구

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미미한 실정이고, 주로 심리학, 사회학 그리

고 간호학과 같은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다. 연구 결과는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태도 등 비일관적으로 보고되었다(Holroyd et 

al., 2009; Usta et al., 2012; Yen et al., 2009). 언어재활 분

야의 몇몇 선행 연구에서 Gabel 등(2003)은 의료 환경에서 일

하는 83명의 언어재활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편향

을 보인다고 하였다. 한편 언어재활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

구한 León 등(2015)은 노인에 대한 태도가 중립적 고정 관념

을 나타낸다고 하였고, Henríquez 등(2019)은 긍정적 태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언어재활사의 역할이 노인의 삶

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언어재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Park et al., 2012; Park et al., 2021) 바람직한 노인

에 대한 태도는 언어재활사가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언어재활전공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 노인 언어재활 교육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재활전공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둘째, 언어재활전공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노인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G와 P광역시에 소재하는 4년제 대학 언어치료학과 재

학생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된 

총 174부의 설문지 중에 불성실하게 기재되어 분석에 사용할 수 없

는 설문지 14부를 제외한 총 160부를 최종 자료로 분석하였다. 최

종적으로 선정된 연구 대상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여학생이 전체의 

74.4%를 차지하고 학년은 4학년(34.4%)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으로 3학년(28.1%), 2학년(20.0%), 1학년(17.5%)순이었다. 대상자

들의 평균 연령은 22.12(SD=1.37)세로 연령 범위는 20~30세로 나

타났다. 구체적인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41 25.6

Female 119 74.4

Grade

1st 28 17.5

2nd 32 20.0

3rd 45 28.1

4th 55 34.4

Experience living with the elderly
Yes 79 49.4

No 81 50.6

Experience taking courses related 
to the elderly

Yes 26 16.3

No 134 83.7

Interest in speech rehabilitation of 
the elderly

Yes 90 56.3

No 70 43.7

Table 1. General information of participants            N=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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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도구

이 연구에 사용된 Kogan(1961)의 Attitude Toward Old 

People Scale (KAOPS)는 노인에 대한 간호사의 정서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이다. KAOPS는 다양한 언어로 번역

되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척도는 노인들의 거주환경, 

은퇴 후 독립과 의존, 인지 구조, 역량, 성격, 외모, 세대 간 상

호관계, 노인과 함께 할 때 느끼는 불편감 등에 대해 긍정 및 

부정적인 의미로 진술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 내용이 

언어재활을 전공하는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에 

적절한가에 대해 5년 이상의 언어치료 경력을 가진 언어재활사 

3명과 4년제 대학 언어치료학과 교수 3인에게 내용타당도를 의

뢰하였다. 하위 문항에 대하여 Likert 5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

고 문항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모든 하위 문항에 

대한 평가 결과 평균 4.0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연구 목적에 적합

하다고 판단되었다. 문항 구성은 부정과 긍정의 의미로 진술된 

각 17개의 문항이 짝을 이루어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약간 그렇지 않다’ 2점, ‘그렇

지 않다’ 3점, ‘그렇다’ 4점, ‘약간 그렇다’ 5점 그리고 ‘매우 그

렇다’ 6점으로 각 문항은 6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부

정문항은 역으로 계산되어 합산된다. 태도의 총점 범위는 34～

20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

미한다. 6점 척도는 척도의 중간점이 없으므로 응답자의 인지적 

자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구나 또는 민감한 문항에 대한 응답

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Jang 

& Cho, 2017). 따라서 조사 대상자는 설문 문항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를 표명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언어재활전공 대학

생의 설문지 문항의 신뢰도(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906

으로 나타났으며 설문 문항의 하위 구성 별 신뢰도는 Table 2

와 같다. 

Number of items Cronbach’s α

Positive attitudes 17 .844

Negative attitudes 17 .813

Total 34 .906

Table 2. Reliability analysis of questionnaire items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자료수집

설문방법은 온라인 구글 설문지를 제작하여 URL 주소를 문자, 

카카오톡 그리고 메일을 통해 배포하였다. 설문지에 연구의 목적 

및 연구 참여의 자율성과 비 보장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였다. 설

문 조사 기간은 2022년 3월 14일부터 2022년 3월 30일까지 약 

15일간 수집되었으며 설문지 작성은 10분 이내로 소요되었다. 

2022년 3월 14일과 21일 2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총 174부의 설

문지 중에 모든 문항을 같은 번호로 선택하거나, 전체 문항에 응

답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14부를 제외한 160부

를 최종 자료로 분석하였다.

2)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노인에 대한 태도에 대해 

기술적 통계를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t-test와 ANOVA 분석을 

하였고 학년의 평균간 다중비교를 위해 사후 검정 Scheffé́를 실

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에 대한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태도와 관련된 34문항에 대

한 총 점수의 평균은 119.74±16.08점으로 나타났다. 설문지의 

중간 점수인 119점과 거의 일치하게 나타났다. 평균 태도 점수

는 3.52로 설문지의 중간 점수인 3.5와 같이 언어재활전공 대

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전반적으로 중립적으로 나타났

다. 긍정적 태도 문항에 응답한 대상자의 태도 점수는 평균 

3.55±.95, 부정적 태도 문항에 응답한 대상자의 태도 점수는 

평균 3.49±.94로 Table 3과 같다.

 

Number of items     M  (SD) Range

Positive attitudes 17    3.55 (  .95)

1~6Negative attitudes 17    3.49 (  .94)

Mean of means 34   3.52 (  .94)  

Mean of sum 34 119.74 (16.08) 92~162

Table 3. Questionnaire composition and score N=160

Table 4와 같이 문항별 점수를 살펴보면, 문항별 평균 

2.49~4.31점의 범위를 보였고 전체 평균은 3.52±.94점이었다. 

부정과 긍정으로 짝 지워진 17개 문항 중에서 8개 문항에서만 

긍정 문항 점수가 부정문항 점수보다 높았다. ‘P11. 노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같은 실수를 한다’(4.31±.77), ‘P4. 대부분의 

노인들은 누군가에게 의지하기보다 가능한 오래 일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4.19±.81), ‘P6. 사람은 나이 들어갈수록 더욱 

지혜로워진다’(4.18±.96), ‘P12. 당신의 거주주변에 적당한 수

의 노인인구가 있을 때 좋은 거주환경이라고 확신할 수 있

다’(4.16±.85)는 순서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P3. 

대부분의 노인들은 상황이 요구하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2.73±.80), ‘P10. 대부분의 노인들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간직하고 있다가 누군가 원한다면 충고를 해 준다’(2.89±.84)

의 문항에서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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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노인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17개 문항 중에서 9개 문항에서 부정문항 점수가 긍정문항 점

수보다 높았다. ‘N5.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신의 집을 낡고 허름

해지게 내버려 두는 경향이 있다’(4.06±.77), ‘N7. 노인들은 

정치나 경제 분야에서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3.96±

.81), ‘N6. 나이가 들면서 지혜로워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

석다’(3.95±.91), ‘N12. 좋은 거주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노인들이 주변에 살지 않는 것이 좋다’(3.91±.92), 

‘N14.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신의 외모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

다. 그들은 매우 단정하지 못하다’(3.91±.81) 순서로 연구 대

상자들은 부정적 태도 문항에 대하여 노인들이 그렇지 않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N2. 대부분의 노인들은 뭔가 

특이한 점이 있어서 왜 화를 내는지 알기가 어렵

다’(2.49±.90), ‘N3. 대부분의 노인들은 확고한 자신만의 방식

이 있으며 쉽게 바꾸지 않는다’(2.82±.99)의 문항에서는 상대

적으로 점수가 높지 않았다. 이는 노인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은 설문지의 각 문항별 응답 분포 양상을 살펴보았다. 

Figure 1에서 알 수 있듯이, 긍정적 태도 문항과 부정적 태도 문

항의 선택 비율이 거의 유사한 양상으로 매우 긍정적이거나 매우 

Items M SD Items M SD

P1
OP would be better to live in the same residential 

area with YP.
3.69  .87 N1

OP would be better to live in the same residential 
area with people of their age.

2.97  .73

P2
OP are not really different from anybody else, so 

they’re easy to understand like YP.
3.20  .88 N2

OP have something peculiar, so it’s hard to know 
why they're angry.

2.49  .90

P3
OP are able to adapt to new changes when 

circumstances require it.
2.73  .80 N3

OP have their own steadfast ways and don’t change 
easily.

2.82  .98

P4
OP would prefer to work as long as possible rather

than relying on someone.
4.19  .81 N4

OP prefer to quit their jobs as soon as they receive 
a pension or financial support from their children.

3.86 1.00

P5 OP tend to keep their homes clean and nice. 3.38 1.11 N5 OP tend to leave their homes old and shabby. 4.06  .77

P6 People become wiser as they get older. 4.18  .96 N6 It is foolish to claim that people get wiser with age.3.95  .91

P7 OP should have power in politics and economics. 3.33  .97 N7 OP have too much power in politics or economy. 3.96  .80

P8 OP are very comfortable together 3.54 1.11 N8 OP make others uncomfortable 3.76  .80

P9
The most interesting and varied stories of OP are 

their past experiences.
4.12  .89 N9

OP bore others by insisting on talking about the good
old days

3.37  .99

P10
OP don’t say it first, they keep it and give advice 

only when asked.
2.89  .83 N10

OP spend a lot of time digging into other people’s 
personal affairs, giving them unsought advice.

3.29  .99

P11 OP make the same mistakes as everyone else. 4.31  .77 N11
If OP want to get attention, the first thing they try 

to do is not to make mistakes of irritating others.
3.39 1.18

P12
You can be sure of a good living environment when

you have a moderate number of OP around you.
4.16  .85 N12

In order to maintain a good living environment, it is 
better not to live around too many OP.

3.91  .92

P13
OP are convinced that they are very different from

each other.
3.88  .80 N13 With a few exceptions, OP are generally very similar.3.08  .99

P14 OP have a very neat and tidy appearance. 3.36 1.28 N14
OP need to pay more attention to their appearance. 

They are very untidy.
3.91  .81

P15 OP are cheerful, positive and full of humor. 3.21 1.25 N15 OP are irritable, grouchy, and unpleasant. 3.83  .87

P16
It is rare to hear OP complain about the younger 

generation.
2.94  .81 N16

OP continue to complain about the behavior of 
younger generations.

3.40 1.14

P17
OP no longer need love or reassurance than anyone 

else.
3.27 1.16 N17

OP have greater needs for love and reassurance than 
any other

3.31 1.12

Total 3.55  .95 Total 3.49  .94

Note. OP=old people; YP=younger people.

Table 4. Score for each questionnair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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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척도를 선택하지 않고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부정적 태도 문항이 좀 더 중립적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

다.

Positive attitudes

Negative attitudes

  

Figure 1. Item score for positive and negative attitudes

2. 개인 변인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

연구 대상자의 개인 배경 변인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에 차

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대상자의 성별, 학년, 노인과의 

동거 경험, 노인관련 수강 경험, 성인 언어재활 선호에 따라 분

석하였고 결과는 Table 5와 같다.

 Characteristics Categories     M  (SD) t/F(p) Schffé

Gender
Male 120.54 (15.59)

 .37
Female 119.46 (16.30)

Grade

1st 118.14 (13.18)

1.71 -
2nd 116.31 ( 9.09)

3rd 118.51 (21.02)

4th 123.55 (15.58)

Experience living 
with the elderly

Yes 122.30 (18.49)
2.00*

(<.05)
No 117.23 (12.93)

Experience taking 
courses related 
to the elderly

Yes 123.88 (18.80)
1.44

No 118.93 (15.45)

Interest in speech 
rehabilitation 
of the elderly

Yes 120.64 (18.00)
 .84

No 118.57 (13.24)

Table 5. Differences in attitude toward the old peopl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N=160

Table 5에서 보는 것처럼 노인과의 동거 경험 유무에 따라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t=2.00, p<.05). 노인과 함께 살았던 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

렇지 않은 학생보다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대상자의 성별, 학년, 노인관련 과목 수강 경험 그리고 성인 언

어재활 선호 여부에 따른 태도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설문지 하위 내용별 노인에 대한 태도 

설문 문항은 노인들의 주거환경, 외모, 성격, 인지유형, 역량, 

독립성, 세대 간의 관계, 노인에 대한 불편감 등에 대하여 17개의 

문항이 각각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의미의 진술로 짝을 이루어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 문항의 7가지 하위 요인 별 결과

의 차이를 Figure 2와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의미로 진술된 

문항에서 약간의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긍정적 태도 문항에서

는 성격 > 독립성 > 인지 = 주거환경 > 역량 > 불편감 > 외모 > 세대 간

의 관계형성 순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부정적 태도 문항에서

는 주거환경 > 독립성 > 불편감 > 성격 > 역량 > 인지> 외모 > 세대 간의 

관계형성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질문 

유형 모두에서 독립성과 주거환경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외모와 

세대 간의 관계 형성은 동일하게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 특히 

세대 간의 관계에서는 특히 부정적 질문 유형에서 매우 낮은 점수

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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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core for each sub-factor of the questionnaire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언어재활전공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결과, 평균 

총점 119.74점으로 중간 119점에 가까운 중립적인 태도로 나타났

다. 이는 León 등(2015)이 언어재활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한 결과 중립적 고정 관념을 갖고 있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Henríquez 등(2019)은 언어재활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KAOPS

를 통한 노인에 대한 태도를 연구한 결과 평균이 136점으로 긍정

적인 태도를 갖는다고 하였다. 반면 Gabel 등(2003)은 의료 환경

에서 일하는 83명의 언어재활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노화와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위의 결과

를 종합하면 언어재활전공 학생들은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반

면 언어재활사의 경우는 부정적인 태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

향에 대해 Kim 등(2007)은 노인을 접하게 되는 직업군 중에서 

본인이 경험하는 노인이 중증이거나 신체적 접촉을 필요로 하

는 경우는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다

소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였다. 또한 Lee(2014)의 연구

에서도 노인에 대한 경험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이었냐에 따라 

노인에 대한 태도 역시 같은 경향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노

인 언어재활의 경험이 언어재활전공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

도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간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KAOPS를 실시한 연구결과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Erdemir et al., 2011; 

Kuckguclu et al., 2011). 반면 본 연구와 다른 척도를 사용하

여 사회복지전공 대학생(Park, 2014), 사회복지사를 대상(Park 

& Sung, 2010)으로 노인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긍

정적이거나 다소 중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내외적

으로 노인에 대한 태도는 매우 다양한 결과로 발표되고 있으

며, 설문지 또한 매우 다양하였다. 유능한 노인 언어재활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언어재활사를 위한 노인에 대한 태도 척도 개발

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설문지 문항 분석 및 문항별 응답 분포 양상을 살펴본  

결과, 긍정문항 중에서 8개 문항이 부정문항 점수보다 높게 나타

났는데, 이는 연구 마다 다소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언어병

리학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Henríquez 등(2019)의 연구

에서는 12개의 문항으로 매우 긍정적인 태도 양상을 보였다. 

국외 간호 대학생의 경우 9~12개(Erdemir et al., 2011; 

Kuckguclu et al., 2011), 국내 연구에서는 4개(Han, 2017), 8

개(Lee, 2014) 문항인 것으로 볼 때, 본 연구 결과는 노인에 

대한 태도가 중립적인 것으로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분포를 살펴본 결과 긍정적 태도 문항과 

부정적 태도 문항의 선택 비율이 거의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매우 부정적이거나 매우 긍정적인 1점 또는 6점을 선택하지 않

고 3~5점을 선택하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부

정적 태도 문항이 좀 더 중립적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에서 

노인과의 동거 경험 유무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p<.05). 대상자의 성별, 학년, 노인관련 과목 수강 경험에 따른 

태도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언어재활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외 연구와 유사하였다. 

Henríquez 등(2019)은 성별, 조부모와 거주, 종교 유무 등과 

같은 다양한 변수에 따른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

구 참여자들이 긍정적인 태도에 대한 분명한 경향이 있었고 응

답 분포 또한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연구 참여자

가 받은 노인관련 교육 및 경험과 같은 개인적 경험에 따른 것

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León 등(2015)의 연구에서도 성별, 연

령, 사회경제적 수준과 같은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타 전공 분야의 연구 결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다. Nochajski 등(2009)은 328명의 치과대학 학생들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긍정적이었다고 보고

하였다.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2005)의 연구와 사회

복지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2002)의 연구에서는 남성

이 여성보다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러한 

국내외의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에 대한 논의는 크게 다루

어지지 않고 있었다. 노인에 대한 태도는 성별 요인보다는 노

인에 대한 교육, 지식의 정도, 노인과의 동거 경험 등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다음은 노인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학년 간 비교를 실시한 결

과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Lee(2014)의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결과와 일치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4학년의 경우 평균 점수가 높았는데 이것

은 1년간의 언어재활실습과 노인관련 과목을 이수한 점이 다소 

작용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노인관련 수강 이수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지만 노인관련 수강 경

험이 있는 학생의 평균 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Nochajski 

등(2009)은 치과대학 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향상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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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4년 교육 과정에 노인 교육과정을 적용한 후 후속 연구

를 실시한 결과 노인들에게 많이 노출되는 것이 긍정적 태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노인관련 

지식이 노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Choi, 2006; Kim et al., 2007). 

국내 언어재활전공 대학생들의 성인 언어재활의 실습 경험이 

25% 미만(Park et al., 2021)인 반면 40% 이상의 학생들이 

희망하는 취업처가 병원이라고 하였다. 병원에서의 언어재활 

대상은 성인 및 노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노화에 대한 부

정적인 태도와 지식 부족은 노인을 치료하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Hweidi & Al-Obeisat, 2006), 노인에게 적절한 언

어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태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노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나 부

족한 지식으로 인한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이고 노인에 대한 올

바른 태도를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연구 결과의 제한점으로는 연구 대상이 언어재활전공 대학생

으로 제한된 점과 남녀 성비의 차이가 큰 점 등이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연구의 제언으로는 현

장에 있는 언어재활사를 대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한 노인 언어재활을 위한 교육 방법과 내용에 관한 심층적 연

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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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재활전공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

손은남1*

1 광주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

목적: 고령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사는 사회 전체가 이 문제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령이 

되어서도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사소통 능력은 사회활동에 

필수적이며 이를 지원하는 전문가가 언어재활사이다. 따라서 언어재활사는 고령화 사회에서 그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전문가가 그 대상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서비스의 효과는 매우 달라진다. 

따라서 이 연구는 언어재활전공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고 노인 언어재활 교육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방법: G와 P광역시의 언어재활전공 대학생 160명을 대상으로 Attitude Toward Old People 

Scale (KAOPS)를 통한 노인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

결과: 첫째, 대상자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중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의 언어재활사 

및 언어재활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유사하거나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노인과의 동거 

경험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성별, 학년, 노인관련 과목 수강 경험 

유무에 따른 태도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언어재활 교육과정에 다양한 측면의 실천적 함의를 제공한다. 

언어재활학과의 교육과정에 노인관련 이론 수업 및 실습이 증가 되어야할 것이다. 또한 

언어재활전공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경험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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