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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percep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s on the perception of social
discrimination among the elderly,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the service experience for the elderly.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dental hygienists working in dental hospitals and clinics in Busan and Gyeongnam.
Results: As the percep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s for the elderly and the experience of serving the elderly increased, the elderly's perception
of social discrimination decreased(p<0.001). The mediating effect of dental hygienists' service experience for the elderl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elderly and the elderly's perception of social discrimination was partially mediated
and significant.
Conclusions: Therefor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the percep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s for the elderly by dental hygienists reduces
the perception of social discrimination among the elderly through the experience of serving the elderly, and provides qualitative treatment
and services for the elderly's oral health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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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인식을 키우는 큰 원인으로 볼 수 있으며,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심각한 경우 노인 학대문제까지 유발 시킬 수 있다[3].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사회문제 중
핵가족화로 인한 세대 간 갈등은 한국사회의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1]. 과거와는 달리 젊은 세대들은 노인 세대와의
접촉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세대 간 대화와 공감 능력의 차이에
의한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2]. 또한, 핵가족화로 인해 조부모와
의 대면적 만남 등 세대 간의 일상적 접촉이 줄어들게 되면서
젊은 층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변화한 것이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Copyright ⓒ 2021 by the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KOHS).

노인복지제도는 최저한도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는 생존권적
기본권 충족으로 사회적 불이익이나 침해로부터 자유권적 기본권
방어에는 소극적이었으나,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다양한 노인
복지 발전 계획이 추진되면서 노인 생존권 보호수준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4]. 하지만 현행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4].
노인인권침해에 속하는 전형적인 행위로는 노인에게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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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함부로 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는 언어적 인권침해
와 노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정서적 인권침해에서부터 심하
게는 노인에게 구타와 폭력을 행하는 신체적 인권침해, 노인의
재산을 착취하는 재정적 인권침해까지 포함하고 있다[5]. 노인인
권 침해는 사회변동, 가정 여건, 개인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원인들
과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로 실제로는 빈번하
게 발생하고 있다[4]. 하지만 노인인권침해는 가정이라는 밀폐된
공간 속에서 일어나며 가족문제의 폐쇄성으로 인해 은폐되어
왔고, 대부분 숨겨진 문제로서 가정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어
실상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가 노인인권
침해라고 인지하는 시각조차 부족하다는 것과 노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4-7]. 노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태도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와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쳐 서비스에
부정적인 제한이 발생된다고 한다[8]. 노인을 대상으로 치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는 노인들과 직접 상담 및

1.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부산, 경남 일부 지역의 치과병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편의표집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대상
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설문조사 전 연구의 목적을 연구대상
자가 확인한 후 설문의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진행되었고, Cohen의 Power analysis를 근거로 G*power 3.1.3
(Faul, Erdfelder, Lang, & Buchner, 2007)를 이용하며, 유의수준
5%(양측), 검정력 80%, 효과크기 0.5의 조건하에 필요한 최소
표본크기는 158명이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설문지 총 175부가
배부되었다. 최종 설문에는 불성실하거나 설문이 누락되어 있는
설문지 8부를 제외한 167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진료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와 욕구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기획,

2. 연구방법

수행, 평가과정을 수행하게 되므로 치과위생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강과 임[9]의 연구에서 노인과 연관된

활용하였고,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으로 구성하였다. 노인인

봉사활동의 경험은 노인에 대한 태도와 의식 수준을 향상시켜준

권침해 지각의 측정도구는 강과 임[9]의 연구에서 수정 보완하여

다는 결과가 나타났고, 노인과 관련된 봉사경험 빈도가 증가할수

22문항으로 Likert 4점 척도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점수

록 노인의 차별주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치과위생

가 높을수록 노인인권침해 지각정도가 높음을 의미하였다. 노인

사의 노인인권과 노인 차별주의의 인식도 향상은 초고령 사회의

의 사회적 차별 인지도 측정도구는 이[12]의 연구에서 수정 보완

국민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

하여 12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고령사회로 인하여 노인의 구강 건강관리의

노인의 사회적 차별 인지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치과병의원에 노인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주는 것을 의미하였고, 노인봉사경험은 유무로 응답할 수 있도록

치과위생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응대는 치과의료 서비스의

하였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노인인권침해 지각

질과 연결되며, 치과위생사의 노인에 대한 지각과 인권에 대한

0.864, 노인의 사회적 차별 인지도 0.659로 나타났다.

올바른 인식은 환자진료 및 치과병의원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과병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노인봉사경험을 중심으로 노인인권의식과 노인의 사회적 차별
인지도 관계를 파악하여 노인인권의식강화와 노인의 질적인 구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version 26.0(IBM Crop, Armonk,
USA)을 사용하였으며, 유의 수준은 0.05에서 검정하였다. 일반
적 특성과 노인봉사경험의 유무는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노인인권침해 지각, 노인의 사회적 차별 인지도, 노인봉사경험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노인봉사경험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항
을 포함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고,
노인인권침해 지각이 치과위생사의 노인봉사경험을 중심으로
노인의 사회적 차별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Ba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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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ny[13]가 제시한 3단계 절차에 따라 매개효과를 실시하였고,
추가적으로 Sobel test를 진행하였다. [모델1]은 독립변수(노인
인권침해 지각)가 매개변수(노인봉사경험)에 미치는 영향, [모델
2]는 독립변수(노인인권침해 지각)가 종속변수(노인의 사회적
차별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 [모델3]은 독립변수(노인인권침해
지각)와 매개변수(노인봉사경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으
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팽창요인계수는 다중공
선성 결과 10 미만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노인인권침해 지각, 노인의 사회적 차별 인지도,
노인봉사경험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노인인권침해 지각, 노인의 사회적 차별 인지도,
노인봉사경험의 상관관계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노인인권침해 지각은 노인의 사회적 차별 인지도(r=-0.398,
p<0.01)에 부(-)적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노인봉사경
험(r=0.286, p<0.01)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
다. 노인의 사회적 차별 인지도는 노인봉사경험(r=-0.316, p<
0.01))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Ⅲ. 연구결과

3. 노인인권침해 지각이 노인의 사회적 차별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

1. 일반적 특성과 노인봉사경험의 유무

노인인권침해 지각이 노인의 사회적 차별 인지도에 미치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노인봉사경험의 유무는 <Table

영향은 <Table 3>과 같다. [모형1]은 노인인권침해 지각과 노인봉

1>과 같다. 성별은 ‘여자’ 97.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연령은

사경험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노인의 사회적 차별 인지도에

‘30세 미만’ 64.7%, ‘30~39세’ 29.9%, ‘40세 이상’ 5.4% 순으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모형2]는 독립변수 노인인권침해

나타났다. 노인봉사경험에서 ‘유’ 57.5%, ‘무’ 42.5%로 나타났다.

지각*노인봉사경험(XM)을 추가 투입하여 외생변수 통제 후에
도 노인인권침해 지각*노인봉사경험(XM)이 노인의 사회적 차
별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여 분석한 결과, [모형1]
F=19.087(p<0.001), [모형2] F=20.671(p<0.001)로 본 회귀모형
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었다. [모형1]의   =0.192, [모형2]   =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lassification

Categories
Female

Sex

Male
Under 30

Age

%

162

97.0

5

3.0

108

64.7

51

29.9

8

5.4

Yes

96

57.5

No

71

42.5

167

100.0

30~39
Over 40

Service experience for the elderly

N

Total

<Table 2>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s for the elderly, social discrimination of the elderly, service experience
for the elderly
Variables

Percep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s for the elderly

Social discrimination
of the elderly

Percep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s for the elderly

1.000

Social discrimination of the elderly

-0.398**

1.000

Service experience for the elderly

0.286**

-0.316**

Service experience
for the elderly

1.000

**

p<0.01
The data were analyzed by person correlat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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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0으로 R 제곱 변화량이 0.088 증가하였다. [모형2] 노인인

0.001), 2단계에서 노인인권침해 지각이 노인의 사회적 차별 인지

권침해 지각*노인봉사경험(XM)의 회귀 계수 검정 결과, t=-4.382,

도에 유의하게 나타나(β=0.398, p<0.001.) 두 번째 조건이 충족

p<0.001로 노인인권침해 지각*노인봉사경험(XM)이 노인의 사

되었다. 마지막 3단계에서 노인인권침해 지각이 노인의 사회적

회적 차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 인지도에 유의하게 나타났고(β=0.335 p<0.001), 매개변수

노인인권침해 지각*노인봉사경험(XM)의 β=-1.676으로 노인

인 노인봉사경험은 노인의 사회적 차별 인지도에 유의하게 나타

인권침해 지각*노인봉사경험(XM)이 증가하면 노인의 사회적

났다(β=-0.220, p<0.01). 2단계에서 노인인권침해 지각이 노인

차별 인지도는 감소하였다.

의 사회적 차별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β 계수 값이 0.398로
나타난 데 반해, 노인봉사경험이 투입된 3단계에서의 β 계수

4. 노인인권침해 지각이 노인의 사회적 차별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치과위생사들의 노인봉사경험의
매개효과

유의미하였고,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는 Sobel Z=2.263,

노인인권침해 지각이 노인의 사회적 차별 인지도에 미치는

p<0.05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값이 0.335로 감소함에 따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 노인봉사경험의 매개효과는

영향에 대한 치과위생사들의 노인봉사경험 매개효과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노인인권침해 지각과 노인

Ⅳ. 고찰

의 사회적 차별 인지도의 관계에서 치과위생사의 노인봉사경험
의 매개효과 검증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노인인권침해 지각이
매개변수인 노인봉사경험에 유의하게 나타났고(β=-0.286, p<

본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의 노인인권침해 지각, 노인의 사회

<Table 3> Effects of percep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elderly on social discrimination perceptions of the elderly
Model I

Variables

B

Model II

β

Constant

2.819

Percep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s for the elderly(X)

-0.365

Service experience for the elderly(M)

-0.277

t

B

8.789***

5.856

-0.335

-4.401***

0.625

0.574

2.616*

-0.220

-2.894**

2.362

1.880

4.877**

-0.693

-1.676

-4.382***

Percep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s for the elderly*
Service experience for the elderly(XM)
R²(ΔR²)

0.192

20.671***

19.087

The data were analysed by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Dependent variable: Social discrimination of the elderly, ***p<0.001,

**

t
7.744***

0.280(0.088)
***

F

β

p<0.01, *p<0.05

<Table 4> The Mediating effect of dental hygienists' service experience for the elderly on the effects of percep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elderly on social discrimination perceptions of the elderly
Step
1
2

3

Model

B

SE

Constant

2.124

0.212

1→2

-0.248

0.068

Constant

2.232

0.254

1→3

0.433

0.081

Constant

2.819

0.321

1→3

0.365

0.083

2→3

-0.277

0.096

β

t(p)
***

10.042
-0.286

-3.673***
8.773**

0.398

5.330***

F(p)

R²

Adj R²

13.489***

0.082

0.076

28.411***

0.158

0153

19.087***

0.203

0.192

8.789***
0.335
-0.220

4.401***
**

-2.894

***
p<0.001, **p<0.01, Sobel Z=2.263
Model 1: Percep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s for the elderly, 2: Service experience for the elderly, 3: Social discrimination of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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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차별 인식과 노인봉사경험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노인봉사경

보고하였고[17], 노인 자원봉사경험을 한 경우 노인에 대한 지식

험을 중심으로 노인의 사회적 차별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과 노인부양의식과 노인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하고자 한다. 나아가 치과위생사의 올바른 노인인권침해 지각과

났다[18]. 봉사활동을 통해 보건 분야 전공의 영역에서는 대학생

노인의 사회적 차별 인식이 질적인 노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에

들은 지역사회의 이해와 실습을 진행하며 자연스러운 접촉을

도움이 되고자 실시하였고,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9]. 이러한 노인을 대상으로

첫째, 치과위생사의 노인인권침해 지각, 노인의 사회적 차별

한 봉사경험은 자아실천과 사회참여실천 뿐만 아니라 노인에

인지도, 노인봉사경험의 상관관계 결과를 살펴보면, 노인인권침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도록 노인과 가까이 대면하고 접촉할

해 지각이 높을수록 노인봉사경험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20]. 따라서 노인이 되기 전까지는

의 사회적 차별 인지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화로 인한 노인들의 여러 가지 요인들의 변화를 경험하지

노인의 사회적 차별 인지도가 높을수록 노인봉사경험은 없는

못하였기에 노인봉사경험을 통해 환경을 자연스럽게 조성해

것으로 나타났다. 장과 허[10]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노인인권침

준다면 노인에 대한 이해와 노인의 사회적 차별의 인식이 긍정적

해 지각이 높을수록 노인 차별주의는 낮게 나타났고, 노인 차별주

인 측면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즉, 노인봉사경험은

의가 높을수록 노인 관련 경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치과위생사의 노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구강건강관리에 기여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노인봉사활동 경험은 노인에 대한

하는 전문가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나아가 노인에

의식수준을 향상시키고, 태도를 변화시킨다고 보고하였다[9].

대한 구강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노인의 삶의 질과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노인봉사경험은 노인의 인권을 올바르게

행복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부 지역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

둘째, 노인인권침해 지각이 노인의 사회적 차별 인지도에 미치

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치과위생사의

는 영향에 대한 노인봉사경험의 조절효과 결과를 살펴보면, 노인

노인인권침해 지각과 사회적 차별 인지도와 관련된 연구는 부족

인권침해 지각과 노인봉사경험이 증가하면 노인의 사회적 차별

한 실정으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움이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인지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다양한 노인 관련 경험과 일반적 특성 요인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보였다. 김[14]의 연구에서 노인과 좋은 경험이 있는 경우 노인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한 인식과 지식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노인들의 편견은 노인에

이상의 결과 치과위생사의 노인인권침해 지각이 노인봉사경

대한 좋은 학습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였다[15]. 노인과

험을 중심으로 노인의 사회적 차별 인지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접촉의 경험이 많을수록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령화시대에 치과위생사의

보이고 노인인권침해 지각으로부터 노인의 차별적인 인식이

노인 관련 봉사경험은 바탕으로 노인의 올바른 노인인권의식을

낮아진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10]. 또한

강화하고, 노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미지 형성을 제공하는데

김[16]의 연구에서 간호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

의미를 가진다. 나아가 치과위생사가 노인의 구강건강관리 과정

로 노인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

에서 질적인 치위생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고령화시대에 노인의 질적인 구강건강
관리를 위해 노인봉사경험을 통한 노인인권침해 지각과 노인의
사회적 차별 인식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Ⅴ.결론

나아가 치과위생사는 노인의 구강건강관리 향상을 위한 원활한
소통과 전문가로서 역할을 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노인인권침해 지각이 노인의 사회적 차별 인지도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노인봉사경험 매개효과의 결과를 살펴보면, 노인
인권침해 지각은 노인봉사경험과 노인의 사회적 차별 인지도에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어 노인봉사경험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보였다. 노인요양시설의 봉사경험은 노인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노인 간호를 위한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고

본 연구는 부산과 경남 일부 지역의 치과병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노인봉사경험의 매개효과를 중심
으로 노인인권침해 지각이 노인의 사회적 차별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1. 노인인권침해 지각과 노인의 사회적 차별 인지도(p<0.01),
노인의 사회적 차별 인지도와 노인봉사경험(p<0.01)에 음
71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Vol. 9 No. 3 September 2021

의 관련성이 나타났고, 노인인권침해 지각과 노인봉사경험
(p<0.01)에는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노인인권침해 지각이 노인의 사회적 차별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노인봉사경험의 조절효과는 노인인권침해 지
각*노인봉사경험(XM)이 증가하면 노인의 사회적 차별 인
지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3. 노인인권침해 지각과 노인의 사회적 차별 인지도의 관계에
서 치과위생사의 노인봉사경험의 매개효과 결과, 부분 매개
하여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노인인권침해 지각이 노인봉사
경험을 통해 노인의 사회적 차별 인지도를 감소시키고, 노인
구강건강관리의 질적인 진료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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