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노노인인인장장장기기기요요요양양양보보보험험험 실실실시시시 이이이후후후
대대대도도도시시시의의의 노노노인인인전전전문문문병병병원원원과과과
노노노인인인요요요양양양시시시설설설 이이이용용용자자자들들들의의의

만만만족족족도도도 비비비교교교

연연연세세세대대대학학학교교교 보보보건건건대대대학학학원원원
병병병원원원행행행정정정학학학과과과
이이이 옥옥옥 경경경



노노노인인인장장장기기기요요요양양양보보보험험험 실실실시시시 이이이후후후
대대대도도도시시시의의의 노노노인인인전전전문문문병병병원원원과과과
노노노인인인요요요양양양시시시설설설 이이이용용용자자자들들들의의의

만만만족족족도도도 비비비교교교

지지지도도도 유유유 승승승 흠흠흠 교교교수수수

이이이 논논논문문문을을을 보보보건건건학학학석석석사사사 학학학위위위논논논문문문으으으로로로 제제제출출출함함함

222000000888년년년 111222월월월 일일일

연연연세세세대대대학학학교교교 보보보건건건대대대학학학원원원
병병병원원원행행행정정정학학학과과과
이이이 옥옥옥 경경경



이이이옥옥옥경경경의의의보보보건건건학학학석석석사사사학학학위위위논논논문문문을을을인인인준준준함함함...

심심심사사사위위위원원원 ����

심심심사사사위위위원원원 ����

심심심사사사위위위원원원 ����

연연연세세세대대대학학학교교교 보보보건건건대대대학학학원원원

222000000888년년년 111222월월월 일일일



감사의 감사의 감사의 감사의 말씀말씀말씀말씀

무엇인가 완전히 익히기에는 짧은 그렇지만 지식의 미천함을 자각하기엔
충분했던 3년이란 시간이 흘러 어느덧 감사의 글을 적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간 저에게 힘이 되어준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믿고 격려해 주시고,이 논문의 처

음 연구계획에서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학문적 기틀을 잡아주시고 친절하
고 소상한 가르침을 베풀어 주신 유 승흠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 승흠 교수님으로부터 미래지향적인 관점과 학문에 임하는 성실한 마음가
짐을 배울 수 있었고,그 가르침은 제 삶의 지침이 될 것입니다.또한,연구
와 강의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논문심사를 맡아 논문이 완성되기까
지 논문의 전반적인 사항을 걸음마부터 자상하게 인도해 주신 오 현주 교수
님과 논문의 방향을 잡아주신 이 윤환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그
분들의 충고와 조언을 통해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었고,노인보건 분야에
보다 넓은 안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산지역 자료수집에 도움을 주신 김 덕헌,박 용칠 선생님,서울지역 자

료수집에 도움을 주신 조 항석 원장님과 김 은순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학원 과정동안 끈끈한 우애를 보여주신 동기 여러분과 특히 전 현숙 선생
님께 감사를 드리고,끝으로 석사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정신적 지
지와 함께 배려해 주고 늘 곁에서 도와주신 부모님과 남편에게 존경과 사랑
을 드리며 이 작은 결실의 기쁨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오늘의 작은 결실이
자만되지 않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
습니다.

2008년 12월 일

이 옥 경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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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을
느껴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전문병원과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이용자들
의 만족도를 비교하고,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명하고자 서울과
부산의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노인전문병원 3곳과 노인요양시설 2곳의 이용
자 136명을 대상으로 2008년 10월15일에서 28일까지 2주 동안 구조화된 설
문지로 연구 자료를 조사하여 수집하였다.조사내용은 노인전문병원과 노인
요양시설의 이용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의료이용 특성 및 시설선택 특성
과 만족도 등이었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인구사회학적 특성,의료이용 특성 및 병원선택 특성을 카이제곱

값으로 검정한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등급’과 ‘노인장기요양보험 혜
택 여부’에서 노인전문병원과 노인요양시설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노인전문병원에서 78.1%와 노인요양시설에서 77.5%의 이용자가 전

반적으로 ‘만족한다’라고 응답하였다.
셋째,요인별 만족도는 전체적인 평균값이 노인요양시설에 비하여 노인

전문병원이 높았다.그리고 두 시설의 평균값을 t-test한 결과,요인 3의 신
체의 노출과 존중에 관한 ‘이용자 존중 요인’이 노인전문병원에서 통계학적
으로 유의하게 높은 차이(p=0.007)를 보였다.
넷째,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명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의 결

과에서 5개의 요인별 만족도 중 3개만이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시설 및 환
경요인 만족도’에는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간병인의 여부와 입소 전에 계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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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곳이 영향을 주었고,‘서비스 요인 만족도’에는 현재 앓고 계신 질환 중
중풍이 영향을 주었으며 ‘이용자 존중 만족도’에는 이용 중인 시설의 종류와
가족방문의 빈도가 영향을 주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2008년 7월에 실시한 이

후,노인전문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의 이용자 만족도는 높은 수준을 보였고,
두 시설의 이용자 간에 이 제도의 인지와 혜택의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
었다.만족도 비교에서 노인전문병원의 전체적 만족도의 평균값과 특히 이
용자 존중요인의 만족도가 높았으며,‘가족의 방문횟수’,‘이용하는 시설의
종류’,‘질환의 종류’,그리고 ‘입소 전 계셨던 시설’등이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본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노인요양장기보험의 취약
점과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은 노인장
기요양보험 실시 이후,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서비스 질 평가를 위한 향후 만
족도 조사연구에서 좋은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서울과 부산의 한정된 지역과 적은 수의 표본에 의존한 연구

였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노인전문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의 이용자 수의 현격
한 차이를 보이며,응답자의 구성이 보호자와 이용자 본인으로 혼재되어 있
어,시설 유형별 비교 결과와 응답자별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특히 치매나 중병의 노인들은 설문에 응답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그들의 보
호자에게 응답을 받는 것도 제한적이었다.차후에는 장기간의 관찰을 통한
대규모 표본과 차별화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여 표본을 보완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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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배배배경경경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0년 이미 전체인구 대비 7.2%(약
339만명)로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2008년 7월 1일 현재에는
10.3%(약 501만 6천명)를 돌파했으며,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20.8%가 되어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2050년에
는 국내 총인구 중 노인 비중이 3명 중 1명 꼴(34.4%)이 되는 등 노인인구
의 증가속도가 세계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2008).특히 노
인인구가 증가함과 동시에 신체적,정신적으로 허약한 후기 고령노인이 크
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이들은 대부분 치매,중풍 등의 만성질
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치매,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의 대부분은 장기간 전문적인 요양,치료,재활 등과 같은 보건의료서비
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최근 노인부양에 대한 가족의 책임의
식이 약화되고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되어 이러한 허약하고 질병을 가진
후기 고령노인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정경희 등,1998).노인인구를 15～64세 인구로 나누어 구하는 노
년부양비는 14.3%로 지난해 대비 0.5%,10년 전 9.3% 대비 5%가 높아졌다.
올해의 경우 생산가능 인구 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셈이 되었다.노인
복지 관련 예산은 10년 전(1998년)에 비해 약 12.2배 증가하여 2008년 2조
619억원으로 정부예산의 1.2%,보건복지부 일반 회계예산의 13.3%를 차지
하고 있다.또한,2007년까지 실시되었던 경로연금제도가 폐지되고,2008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신설 등 노인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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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확대로 인해 전년보다 크게 증액된 1조 4,927억원이 되었다.65세 이상
노인의료비는 9조 813억원으로 2006년에 비해 22.8% 증가하여,전체의료비
증가율 13.0%를 크게 상회하여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건강보험의
65세 이상 노인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28.2%로
2006년 25.9%에 비해 2.3% 증가하였다(통계청,2008).
우리 사회는 고령화와 질병양태의 변화로 만성 퇴행성 질환과 노인성 질

환이 급증하고 있지만 저 출산,핵가족화 및 이혼율의 증가와 주부양자였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가족의 부양의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가정에
서 가족들이 노인을 돌보는 것이 점차로 어려워지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환
자를 돌보는 일’을 더 이상 개인과 가족에게 맡겨둘 수만은 없게 되어 국가
는 정책적 차원에서 노인요양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에 이르
렀다(김수진,2007).
한편 치매와 중풍 등과 같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 대한 요양보호는 과반수 정도가 그들의 가족에 의해서 이루
어지고 있지만 가족부양자가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느
끼고 있어서 그들에 대한 요양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가족
의 정신적,정서적,경제적 부양부담을 경감시킴은 물론 이러한 노인들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사회보험
제도가 필요하다(정경희 등,2001)고 할 수 있겠다.이러한 이유로 2008년 7
월 1일부터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시는 그 사이 몸이 불편한 노인들
로 인하여 가정이 받고 있던 경제적,정신적 부담이 경감되는 전환기가 되
고 있다.또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에 따른 변화로 우선 서비스 수요
가 증가할 것이다.보험제도가 실시되면 요양서비스 이용비용을 보험과 이
용자본인이 분담하기 때문에,그동안 전액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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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의 서비스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김경혜 등,2007).
인구사회학적으로 노인인구의 증가가 뚜렷한 초고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

고,의료기술의 발전과 보건환경 증진으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
인의 의료와 복지가 사회의 큰 화두가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노인복지의료
시설의 이용자들의 특성과 그 만족도를 노인전문병원과 노인요양시설로 비
교 연구하여 이용자 만족도의 극대화를 추구하고자 한다.

2.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전문병원과 노인요양시설
에 입소하는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비교하고,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구명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노인전문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의 인구학적 특성,의료이용 특성
및 병원선택 특성의 차이를 분석한다.
둘째,노인전문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의 이용자의 만족도를 비교 평가

한다.
셋째,인구학적 특성,의료이용특성 및 병원선택특성에서 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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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111...노노노인인인문문문제제제와와와 노노노인인인복복복지지지정정정책책책

고령화 사회(agingsociety)는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 이
상에서 14% 미만인 사회를 뜻하고 고령사회(agedsociety)는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 이상에서 20% 미만인 사회를 뜻하며 초고령사
회(super-agedsociety)는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뜻한다.우리나라는 최근(2008년 7월 1일 현재)65세 이상 노인인구
가 전체 인구 대비 10.3%(약 501만 6천명)를 돌파하여 고령화사회에 돌입했
다(통계청,2008).

표 1.65세 이상 인구 및 구성비
(단위 :천명)

1980 1990 1998 2000 222000000888 2010 2018 2026
총인구 38,124 42,869 46,287 47,008 48,607 48,875 49,340 49,039
65세이상 1,456 2,195 3,069 3,395 5,016 5,357 7,075 10,218
구성비(%) 3.8 5.1 6.6 7.2 10.3 11.0 14.3 20.8
자료 :통계청,「장래인구추계」,2008

65세 이상 인구를 14세 이하 인구로 나눈 노령화 지수는 2008년 현재
59.3으로 10년 전의 30.4에 비해서는 28.9나 증가했으며 2016년에는 100.7이
되어 노인인구가 유년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예측됐다.또 노인인구를 15～
64세 인구로 나누어 구하는 노년부양비는 14.3%로 지난해 대비 0.5%,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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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9.3% 대비 5%가 높아졌다.올해의 경우 생산 가능인구 7명이 노인 1명
을 부양하는 셈이 되었다(통계청,2008).

표 2.노년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추이

1980 1990 1998 2000 222000000888 2010 2016 2020 2030
노년부양비(%) 6.1 7.4 9.3 10.1 14.3 15.0 18.2 21.7 37.7
노령화지수 11.2 20.0 30.4 34.3 59.3 67.7 100.7 125.9 213.8
노인1명당
생산가능인구(명) 16.3 13.5 10.8 9.9 7.0 6.6 5.5 4.6 2.7
자료 :통계청.「장래인구추계」.통계청,2008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함과 동시에 사회가 고도로 산업화․도시화되
고 가족제도가 핵가족화 되며 노인부양의식이 점차 약화되어 노인문제가 나
타나고 있다.이러한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노인들에게 경제적 문제,건강문
제,심리적 문제 및 여가선용의 문제 등이 초래되어 노인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이근홍,2005).먼저,소득의 감소 및 경제적 의존
과 관련된 경제적 문제는 한국사회의 노인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일 수 있
다.우리나라의 인구가 고령화인구로 급전되면서 노동력의 고령화도 초래되
고 있다(문형표 등,2006).미취업 노인의 경우에도 취업을 원하는 이유로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미취업 노인 중 취업을 원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건강문제 때문이었다.현재 건강상태가 취업결정에 중
요한 작용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유승흠,2007).
보건복지가족부 내 주요업무 참고 자료에 의하면 노인복지 관련 예산은

10년 전(1998년)에 비해 약 12.2배 증가하였고,2008년 노인복지 관련 예산
은 2조 619억 원으로 정부예산의 1.2%,보건복지가족부 자체 일반회계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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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3.3%를 차지했다(보건복지가족부,2008).그리고 2007년까지 실시되던
경로연금제도가 폐지되고,2008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신설 등 노인복지사업의 확대로 인해 전년보다 1조 4,927억 원
이나 증액되었다.

표 3.노인복지 관련 예산

독일에서는 1994년 5월 장기요양법이 통과되었고,1995년 1월부터 보험
료를 징수하기 시작하여 1995년 4월부터 재가요양에 대해,그리고 1996년 7
월부터 요양시설(nursing home)에서의 장기요양에 대해 급여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권순만,2004).독일에서의 완전입원시설에서의 간병은 2007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고 있다(이준영,2007).
노인복지정책은 건강증진과 생명연장을 위한 의료나 정신의학적 서비스,

적절한 주택,정신적 안정과 사회적 유용성을 부여하는 사회,퇴직 후의 경
제적 안정,만성병 노인의 보호,노동력에 알맞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창
조적 활동의 기회 및 여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도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정책이 되어야 한다(윤서중,2003).

(단위:억 원,%)
1998 2000 2002 2004 2006 2007 222000000888

노인복지관련예산 1,691 2,809 3,786 5,005 3,929 5,692 20,619

정부예산대비 0.2 0.3 0.4 0.4 0.3 0.4 1.2

복지부예산대비 5.4 5.3 4.9 5.4 4.0 4.9 13.3
자료 :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백서」.보건복지가족부,2008



- 7 -

222...노노노인인인의의의료료료복복복지지지시시시설설설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및및및 현현현황황황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성 만성질환의 증가에 영향을 주어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필요성
을 증대시키고 있다.노령인구는 노화과정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기능의 저
하와 저항력의 감소로 인하여 각종 만성질병과 신체장애에 쉽게 노출되어
장기요양성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높다.따라서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질환
에 적절한 진료와 요양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요구하고 있다.
건강보험상 노인의료비 추이를 보면,2007년 건강보험의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는 9조 813억원으로 2006년에 비해 22.8% 증가하여,전체의료비 증가
율 13.0%에 비해 크게 상회하여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건강보험의 65세
이상 노인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도에는 28.2%
로 2006년도 25.9%에 비해 2.3% 증가하였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8).

표 4.65세 이상 건강보험 노인의료비
(단위 :억 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22000000777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의료비(A)190,606 205,336 223,559 247,968 285,580 322,590 13.0

노인의료비(B) 36,815 43,723 51,097 60,556 73,931 90,813 22.8

비율(B/A✕100) 19.3 21.3 22.9 24.4 25.9 28.2 2.3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5～2007년 건강보험통계지표」.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8



- 8 -

전체 의료비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인의료비 증가에 따라서 종합병
원 및 중소병원에서 장기 노인 입원환자만을 위한 전문시설을 설치하거나
별도의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요양시설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윤서중,2003).
보건복지부는 장기노인요양보험제도 실시에 대비하여 일반요양시설과 전

문요양시설의 구분을 없애 노인요양시설로 단순화하고,입소노인의 소득수
준에 따른 시설유형의 구분도 두지 않는 것으로 2007년 8월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였다.또한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급식 요양,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한 유형으
로 추가하였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제34조’에 의해 다음과 같은 시설로 정해졌다.
1.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요양,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
로 하는 시설

3.노인전문병원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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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현황은 2007년 현재 1,186개소로 증가한 상태
이며 시설 중에서 실비노인요양시설(350개소),무료 노인전문요양시설(273개
소)및 무료 노인요양시설(202개소)순으로 설치되어 있었고,이용자 대비
노인전문병원(72개소)의 설치 현황은 매우 적은 실정이었다(표 5).

표 5.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종 류 시 설
2007 2006 2005

시설수 입소정원 시설수 입소정원 시설수 입소정원

노노노인인인의의의료료료

복복복지지지지지지설설설

소 계 1,186 61,406 898 52,628 583 35,172
노인요양시설(무료) 202 12,540 174 11,546 149 10,321
실비노인요양시설 350 11,654 260 9,099 123 4,819
유료노인요양시설 123 3,169 103 2,381 84 2,189
노인전문요양시설(무료) 273 16,635 184 13,445 139 10,436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59 3,560 24 1,518 5 520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107 3,752 70 2,600 43 1,678
노 인 전 문 병 원 72 10,096 83 12,039 40 5,209

자료:보건복지가족부.노인복지시설 현황.보건복지가족부,2007

일반적으로 재활치료를 요하는 노인 만성질환자들이 재활치료시설이 미
비한 일반병원을 이용하면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없게 되므로 노인전문병
원과 같이 노인의 특정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
되는 시설이 요구될 수 있다.노인전문병원은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
는 시설로서 노인성질환으로 치료와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와 임종을 앞둔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것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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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에 포함되어 있으나,복지시설이라기보다는 의료기관의 범주에 속한다
고 할 수 있다.즉 노인전문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 2항’의 요양병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 한하
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노인전문병원은 노인들이 전반적인 의료서
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전문병원으로서 건강검진에서부터 급성질환의 치료뿐
만 아니라 재활훈련 및 요양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시설이다.그러나 현재 노
인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함은 물론 다양한 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
하는 전문병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환자를 대
상으로 요양과 급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되고 있다.그러므로
노인전문병원은 단순한 요양과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벗어나 노인성질
환자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전환되어야 한다(선우덕,2002). 많은 노인전문병원은 이용환자의 치
료와 재활에 필요한 의료장비와 인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장현숙 등,2001).
노인요양시설은 입소노인들에게 주로 요양,급식 및 생활에 필요한 편의

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들 중에서 최중증,중증 및 치매 이용자 비율이 전체
의 57.5%를 차지하고 있으므로(장현숙 등,2003),그들에게 재활과 요양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그와 더불어 입소노인의 신체적․
정신적․정서적 특성을 고려한 시설설비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오영희 등,2001).의사의 진료에
의한 만성질환의 적극적인 치료는 아닐지라도 전문적인 재활치료와 바람직
한 요양서비스를 받아 질병의 악화를 막고 치유와 생활의 재적응을 통해 충
실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전문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은 종합적인 협조
를 해야 한다.의학검사나 약물치료뿐만 아니라 노인의 심리적인 면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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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면을 중시하여 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건강을 지원하는 전인적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노인의 장기요양에서 중요한 목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KirkevoldandEngedal,2006).또한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노인성 질환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제공기관들 사이의 협력체계가 부족하므로,향후
보건의료와 복지,급성과 장기,재가와 시설을 잇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서
비스 제공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이를 위해 우리나라에 맞는 보건의료
및 복지 통합제공 체계의 모형을 마련하고 검증하는 시범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이윤환,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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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노노노인인인의의의료료료복복복지지지시시시설설설 만만만족족족도도도 조조조사사사의의의 추추추이이이

고객 만족과 관련하여 소비자 만족에 관한 정의들은 매우 다양하나,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첫째는 소비자가 인지하는 측면에서 소비
이전의 기대와 제품 소비 이후의 인지된 실재 결과와의 인지적 차이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인데,소비자가 치른 대가에 대해 적절하게 혹은 부적절하게
보상되었다고 느끼는 소비자의 인지적 상태라고 할 수 있다.둘째는 정서적
인 측면에서 소비행위 이전의 기대와 소비경험 이후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발생된 종합적인 심리상태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두 가지 유형
의 다른 점은 만족을 인지적 현상으로 볼 것인지,정서적 반응으로 볼 것인
지의 차이이다.따라서 만족이란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인 측면을 동시에 공
유하고 있는 심리적인 반응으로 볼 수 있다(김통원 등,2007).
기대와 경험의 비교방법에 의한 서비스 질 측정 기준으로 Parasuraman

등(1988년)은 신뢰성,대응성,능력,접근,우대,의사소통,신용,안전성,고
객이해, 유형성 등의 SERVQUAL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SERVQUAL의 다섯 가지 요인범주를 요인분석을 통해 다섯 가지 요인(유
형성,신뢰성,반응성,확신성,공감성)으로 정리하였다.이러한 기준으로 비
영리조직의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측정할 경우 만
족도의 개념은 이용자의 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이용자가 실제 경험했던 서
비스 간의 인지된 차이에 대한 평가 혹은 수반된 감정적 반응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용자 만족에 대한 조사,연구는 서비스 만족도와 평가방법

중에서 비교적 간단하며 소요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따라
서 노인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는 노인이 서비스제공시설을 이용하기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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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갖는 요구 및 기대와 실제로 시설을 이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프로
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얻어진 인지적 경험 간의 차이를 평가한 것이라 할 수
있다.이러한 만족도는 이용자가 사전에 갖는 기대와 실제로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의 질에 따라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박종연 등,2007).
김순양 등(2003)은 서비스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로 서비

스 전달체계의 원칙과 관련된 이론적인 논의를 토대로 수혜자에 대한 반응
성,통합성,적절성,책임성이라고 하였다.윤서중(2004)은 노인병원과 종합
병원의 선택요인 및 환자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노인병원의 선택요인은 친절
및 편의성,의료신뢰 및 접근성,시설장비의 우수성,지인 및 추천이었으며,
직원의 친절이 병원의 재이용의사와 병원의 권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고 보고하였다.
조혜숙(2006)은 소규모 노인간호요양시설에서 질 관리 지표를 개발하여

시설운영상의 전반적인 지침을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일반적으로 의료서
비스 만족도 조사는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가 항목에 포함된
‘환자 만족도 조사’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최근의 환자 만족도 조사를 보
면 조사항목에 의료기관의 환경을 비롯하여 의료진과 직원,진료절차 등이
포함되고 있다. 조사방법은 직접적인 면접방식이나 전화설문조사방식이 이
용될 수 있다.그런데 환자만족도 조사는 조사요원의 주관 개입,조사당일
병원의 과잉 대응,표본수 등에 따라 조사의 객관성과 타당성이 영향을 받
을 수도 있다(김강립,2007).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회는 전국에 있
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설이용자라는 고객접점이 발생하는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진단 및 개선작업 그리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있다(김통
원 외,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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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지난 2000년 개호보험의 도입 이후 서비스 평가 차원에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왔다.조사항목들은 서비스의 내용을 비롯하여 이
용자에 대한 존중,서비스 계획,서비스 이용에 대한 설명,불만이나 희망사
항의 반영도에 대한 영역들로 구분하여 구성되어 있다(박종연 등,2007).독
일도 역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질을 판단하기 위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
시하고 있다.대상자의 요양상태와 만족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선정한 대상
자나 그 가족에게 평가자가 직접 인터뷰하는 방법으로 조사된다.주목할 점
은 20개의 요양시설 만족도 조사문항 중 식사와 관련된 서비스의 만족도 문
항이 개인의 욕구,음식의 종류,제공시간,식사시간,충분한 음료수 제공 여
부 등 5가지나 되어 식사제공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최근의 사
회복지시설 평가는 점차로 시설 및 환경 등 하드웨어적인 요소보다는 소프
트웨어적인 서비스에 초점을 두는 만족도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김통원
등,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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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개개개념념념적적적 틀틀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노인전문병원과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이용자의 만족도를 비교하
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명하고자 한다(그림 1).

평가기준 및 문헌고찰
노인전문병원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정보 수집
↓↓↓ ↓↓↓

설문지 개발 대상자 선정
설문항목 선정 이용자 및 보호자

↘↘↘ ↙↙↙
설문 조사

↓↓↓ ↓↓↓
노인전문병원과 노인요양시설 이용자 노인전문병원과 노인요양시설 이용자
인구사회학적특성,의료이용 특성 및

시설선택 특성 분석 만족도 분석

↘↘↘ ↙↙↙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구명

그그그림림림 111...연연연구구구 흐흐흐름름름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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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연구대상은 서울의 노인전문병원 1곳,부산의 노인전문병원 2곳 그리고
서울의 노인요양시설 2곳에 입소한 65세 이상의 노인환자들을 대상으로 하
였다.본인응답이 가능한 노인환자들 59명과 본인 응답이 가능하지 않은 경
우에는 환자의 보호자들 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그리하여 총
136명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병원과 시설의 현황은 표 6와 같다.

표 6.각 병원과 시설의 현황

A B C D E
지역 서울 서울 서울 부산 부산

시설구분 노인전문
병원

노인요양
시설

노인요양
시설

노인전문
병원

노인전문
병원

설립주체 개인 개인 구립 개인 개인
병상수/정원 100병상 48명 33명 150병상 75병상

입원자/입소자수 89명 47명 33명 141명 65명
의사 4명 촉탁의 촉탁의 5명 2명
간호사 19명 2명 2명 27명 12명

간병인/요양보호사 18명 17명 18명 17명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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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방방방법법법

이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을 위하여 2008년 10월 15일～28일까지 2주 동안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부산의 경우 노인전문병원
2곳에 각각 50부씩 총 100부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우편으로 보내어 노인환
자 본인과 노인환자의 보호자 73명이 자기 기입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여 조
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율은 73%이었다.서울의 경우 노인전문병원 1곳과
노인요양시설 2곳을 선정한 후 연구자가 직접 시설을 방문하여 63명의 이용
자와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조사를 실시하였다.총 136명에게 설문조사가 실
시되었고,이 연구에 적용된 설문조사의 전체 응답률은 83.4%이었다.

444...조조조사사사표표표의의의 구구구성성성

조사표는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병원선택 요인 그리고 만족
도로 구성하였으며 만족도는 리커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설문지의 내용
은 다음과 같다.

(1)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연령,결혼,자녀수,가정의 월평균 수입(5
문항)
(2)의료이용 특성 :질병,건강보험분류,사보험가입여부,노인장기요양

보험 혜택,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소요되는 시간,교통수단,추가 간병인여
부,가족의 평균방문 횟수,시설에 계신 기간(10문항)
(3)시설선택 특성 :시설선택,시설입소동기,시설입소결정자,입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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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최종학력,입소전 있었던 곳,시설 결정의 가장 큰 이유(6문항)
(4)만족도 :직원요인(직원의 계약서 설명,직원의 친절,직원의 전문

성),시설환경요인(환풍,실내온도,편의시설 이용편리,TV 등의 이용편리,
청결)서비스요인(식사,재활 및 여가프로그램,간병서비스,편안한 가족방
문,불편 및 요구사항,서비스 비용의 적절성),이용자존중요인(몸의 노출시
자존심이 상한 경험의 유무)과 전반적 만족도(총16항)(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3:보통이다,4:그렇다,5:매우 그렇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의료이용 특성 및 시설선택 특성은 김성민(2001)의

‘노인병원이용자들의 특성 측정 설문’과 윤서중(2003)의 ‘노인병원과 종합병
원의 환자들의 특성 측정 설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및 혜택 여부,건
강보험분류,추가간병인 여부,종전 입소기관의 항목들을 포함시켰다.만족
도는 박종연(2007)의 ‘시설서비스 만족도’와 한국갤럽(2008)의 ‘노인장기요양
보험이용자 만족도’의 항목에 일본의 개호보험 공동평가항목 중 ‘불만,희망
반영요인’을 반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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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연연연구구구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이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SAS를 이용하여 빈도분석,t-test,ANOVA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회수된 136개의 설문지
를 분석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그림 2).
조사된 각 항목별 내용을 엑셀 프로그램으로 부호화한 후 SAS통계분석

을 이용하여 첫째,인구사회학적 특성,의료이용 특성 및 병원선택 특성들을
빈도분석,카이제곱검정을 이용하였다.둘째,노인전문병원과 노인요양시설
의 만족도는 빈도분석과 t-test를 하였다.셋째,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병원
선택적 특성들을 요인별 만족도와 분석에 t-test,ANOVA를 실시하였다.그
리고 넷째,독립변수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의료이용 특성 및 병원선택 특성
이 종속변수인 요인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
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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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사회학적 특성

성,연령,결혼상태,
자녀수,월평균 수입노인

전문병원
A
N
O
V
A

의료이용 특성

만만만
족족족
도도도

질병,가족방문 횟수,
사보험,입소기간,

교통수단,시설까지의 소요시간,
추추추가가가간간간병병병인인인 여여여부부부,,,건건건강강강보보보험험험분분분류류류,,,
노노노인인인장장장기기기요요요양양양보보보험험험등등등급급급 및및및 혜혜혜택택택여여여부부부

빈
도
분
석

t
│
t
e
s
t

노인
요양시설

병원선택 특성 다
중
회
기
분
석

시설이용 동기,시설이용 결정자,
시설이용결정자의 학력,
시설이용결정의 주된 이유,

종전 이용기관

(연구대상) (독립변수) (종속변수)

그그그림림림 222...연연연구구구 분분분석석석의의의 틀틀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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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1.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용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7과 같다.이용자는 노인전문병원에서
96명,노인요양시설에서 40명으로 총 136명이었으며,전체 응답자 중 본인
응답이 59명이었고,보호자 응답이 77명이었다.결혼 상태는 노인전문병원의
경우 사별 또는 이혼이 70명(72.9%)이었고,노인요양시설이 29명(72.5%)으
로 배우자가 있는 이용자에 비하여 없는 이용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가정의 월 평균 수입은 노인전문병원의 경우 200만원～399만원이 30명
(31.3%)으로 가장 높았으며,199만원 이하가 21명(21.9%),400만원 이상이
15명(15.6%)이었다.노인요양시설의 경우 200만원～399만원이 11명(27.5%)
으로 1순위였고,400만원 이상이 7명(17.5%),199만원 이하가 2명(5%)순이
었다.월 평균수입을 모름 또는 무응답으로 답한 것이 노인전문병원의 경우
30명(31.3%)이고,노인요양시설의 경우 20명(50%)으로 입원한 노인이 직접
대답한 경우 가정의 월 평균 수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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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명(%)

특성특성특성특성 구분구분구분구분
시설시설시설시설

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병원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

응답자응답자응답자응답자 백분율백분율백분율백분율 응답자응답자응답자응답자 백분율백분율백분율백분율 계계계계

응답자                 응답자                 응답자                 응답자                 본인본인본인본인 37 (38.5) 22 (55.0) 59

                  보호자보호자보호자보호자 59 (61.5) 18 (45.0) 77

성별                     성별                     성별                     성별                     남남남남 25 (26.0) 13 (32.5) 38

                      여여여여 71 (74.0) 27 (67.5) 98

연령               연령               연령               연령               65~74세세세세 28 (29.2) 11 (27.5) 39

                 75~84세세세세 44 (45.8) 17 (42.5) 61

                85세 세 세 세 이상이상이상이상 24 (25.0) 12 (30.0) 36

결혼상태        결혼상태        결혼상태        결혼상태        배우자 배우자 배우자 배우자 있음있음있음있음 26 (27.1) 11 (27.5) 37

                사별사별사별사별/이혼이혼이혼이혼 70 (72.9) 29 (72.5) 99

자녀               자녀               자녀               자녀               3명 명 명 명 이하이하이하이하 34 (35.4) 23 (57.5) 57

                  4~5명명명명 38 (39.6) 10 (25.0) 48

                6명 명 명 명 이상이상이상이상 24 (25.0) 7 (17.5) 31

가정의 가정의 가정의 가정의 월 월 월 월 평균수입평균수입평균수입평균수입  모름모름모름모름/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30 (31.3) 20 (50.0) 50

            199만원 만원 만원 만원 이하이하이하이하 21 (21.9) 2 (5.0) 23

             200~399만원만원만원만원 30 (31.3) 11 (27.5) 41

             400만원 만원 만원 만원 이상이상이상이상 15 (15.6) 7 (17.5) 22

계계계계 96 (100.0) 40 (100.0)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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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대상자의 의료이용 특성

연구대상자의 의료이용 특성은 표 8과 같다. 건강보험분류의 경우 전체
적으로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가 85명(62.5%)으로 가장 많았고,지역건강보
험 42명(30.8%),의료급여 9명(6.6%)순이었다.국민건강보험 외에 가입한
사보험의 경우 ‘없다’라는 응답이 노인전문병원에서는 87명(90.6%)이었고,
노인요양시설에서는 31명(77.5%)으로 ‘있다’라고 대답한 이용자에 비하여 월
등히 많았다.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의 경우 노인전문병원에서는 1등급이
14명(14.6%),2등급이 7명(7.3%),3등급이 6명(6.3%)이었고,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노인이 69명(71.9%)이었으며,노인요양시설에서는 1등급이 16명(40%),
2등급이 19명(47.5%),3등급이 5명(12.5%)으로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이용
자는 없었다.노인장기요양 혜택 여부의 경우 노인전문병원에서는 96명
(100%)전원이 ‘아니요’라고 대답하였고,노인요양시설에서는 40명(100%)
전원이 ‘예’라고 대답하였다.비용을 추가로 지불하는 간병인이 있는 경우가
전체에서 7명(5.1%)이었고,나머지 129명(94.9%)은 추가적으로 간병비를 지
불하는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있었다.가족의 평균방문 횟수의 경우 노인
전문병원에서는 주 1회 이상이 52명(54.2%)으로 가장 많았고,연 1회 이상
이 4명(4.2%)으로 가장 적은 반면,노인요양시설에서는 주 1회 이상과 월 1
회 이상이 각 17명(42.5%)으로 가장 많았고,매일 방문은 1명(2.5%)으로 가
장 적었다.시설에 계신 기간의 경우 노인전문병원에서는 ‘3개월 미만’이 31
명(32.3%)으로 가장 많았고,‘6개월～1년 미만’이 25명(26%),‘3개월～6개월
미만’이 23명(24%),‘1년 이상’이 17명(17.7%)순이었다.노인요양시설에서는
‘3개월～6개월 미만’과 ‘1년 이상’이 각 13명(32.5%)으로 가장 많았고,‘3개월
미만’이 7명(17.5%),‘6개월～1년 미만’이 7명(17.5%)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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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연구대상자의 의료이용 특성
단위:명(%)

특성특성특성특성

시설시설시설시설

계계계계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병원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

응답자응답자응답자응답자 백분율백분율백분율백분율 응답자응답자응답자응답자 백분율백분율백분율백분율

질병질병질병질병(중복응답중복응답중복응답중복응답)          없음없음없음없음 - -  1 (  2.5)   1

                      치매치매치매치매 16 ( 16.7) 10 ( 25.0)  26

              중풍중풍중풍중풍/뇌졸중뇌졸중뇌졸중뇌졸중 30 ( 31.3) 18 ( 45.0)  48

                  관절염관절염관절염관절염 18 ( 18.8) 10 ( 25.0)  28

                 고고고고·저혈압저혈압저혈압저혈압 25 ( 26.0) 10 ( 25.0)  35

                   당뇨당뇨당뇨당뇨 19 ( 19.8)  3 (  7.5)  22

              골다공증골다공증골다공증골다공증 13 ( 13.5)  6 ( 15.0)  19

                    요통요통요통요통 15 ( 15.6)  9 ( 22.5)  24

           사고사고사고사고/수술 수술 수술 수술 후유증후유증후유증후유증 17 ( 17.7)  6 ( 15.0)  23

                       암암암암  4 (  4.2) - -   4

                     기타기타기타기타  9 (  9.4)  2 (  5.0)  11

건강보험분류건강보험분류건강보험분류건강보험분류    직장건강보험직장건강보험직장건강보험직장건강보험 57 ( 59.4) 28 ( 70.0)  85

             지역건강보험지역건강보험지역건강보험지역건강보험 32 ( 33.3) 10 ( 25.0)  42

               의료급여의료급여의료급여의료급여  7 (  7.3)  2 (  5.0)   9

사사사사보험가입 보험가입 보험가입 보험가입 여부여부여부여부          있다있다있다있다  9 (  9.4)  9 ( 22.5)  18

                    없다없다없다없다 87 ( 90.6) 31 ( 77.5) 118

노인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 등급등급등급등급       1등급등급등급등급 14 ( 14.6) 16 ( 40.0)  30

            2등급등급등급등급  7 (  7.3) 19 ( 47.5)  26

            3등급등급등급등급  6 (  6.3)  5 ( 12.5)  11

             없음없음없음없음 69 ( 71.9) - -  69

노인장기요양보험혜택        노인장기요양보험혜택        노인장기요양보험혜택        노인장기요양보험혜택        예예예예 - - 40 (100.0)  40

            아니오아니오아니오아니오 96 (100.0) - -  96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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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페이지에서 계속)

특성특성특성특성

시설시설시설시설

계계계계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병원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

응답자응답자응답자응답자 백분율백분율백분율백분율 응답자응답자응답자응답자 백분율백분율백분율백분율

간병인 간병인 간병인 간병인 여부여부여부여부               예예예예  6 (  6.3)  1 (  2.5)   7

                    아니오아니오아니오아니오 90 ( 93.8) 39 ( 97.5) 129

소요되는 소요되는 소요되는 소요되는 시간     시간     시간     시간     30분 분 분 분 미만미만미만미만 51 ( 53.1) 15 ( 37.5)  66

             30분분분분~1시간미만  시간미만  시간미만  시간미만  35 ( 36.5) 19 ( 47.5)  54

                 1시간 시간 시간 시간 이상이상이상이상 10 ( 10.4)  6 ( 15.0)  16

교통수단교통수단교통수단교통수단            대중교통대중교통대중교통대중교통 27 ( 28.1)  5 ( 12.5)  32

                     자가용자가용자가용자가용 54 ( 56.3) 32 ( 80.0)  86

                   도보도보도보도보/기타기타기타기타 15 ( 15.6)  3 (  7.5)  18

가족방문횟수가족방문횟수가족방문횟수가족방문횟수            매일매일매일매일 14 ( 14.6)  1 (  2.5)  15

                 주주주주1회 회 회 회 이상이상이상이상 52 ( 54.2) 17 ( 42.5)  69

                 월월월월1회 회 회 회 이상이상이상이상 26 ( 27.1) 17 ( 42.5)  43

                연연연연1회 회 회 회 이상이상이상이상  4 (  4.2)  5 ( 12.5)   9

시설에 시설에 시설에 시설에 계신 계신 계신 계신 기간기간기간기간  3개월 개월 개월 개월 미만미만미만미만 31 ( 32.3)  7 ( 17.5)  38

              3~6개월 개월 개월 개월 미만미만미만미만 23 ( 24.0) 13 ( 32.5)  36

           6개월개월개월개월~1년 년 년 년 미만미만미만미만 25 ( 26.0)  7 ( 17.5)  32

            1년 년 년 년 이상이상이상이상 17 ( 17.7)  13 ( 32.5)  30

계계계계 96 (100.0) 40 (100.0)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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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대상자의 시설선택 특성

노인전문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선택요인은 표 9와 같다.입소를 결
정한 이용자의 경우 전체적으로 ‘자녀’가 117명(86%)으로 가장 많았고,‘본
인’이 14명(10.3%),‘배우자 및 기타’가 5명(3.7%)순이었다.입소 전 있었던
곳의 경우 노인전문병원에서는 ‘병원’이 38명(39.6%)으로 가장 많았고,‘집’
이 33명(34.4%),‘다른 노인전문병원/노인요양시설’이 25명(26%)순이었다.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집’이 14명(35%),‘다른 노인점문병원/노인요양시설’이
14명(35%),‘병원’이 12명(30%)순이었다.시설입소를 결정한 가장 큰 이유
의 경우 노인전문병원에서는 ‘집에서 가깝거나 교통이 편리해서’라고 답한
이용자가 59명(31.5%)으로 가장 많았고,‘주변사람들이나 이용자 추천으로’
라고 답한 이용자가 25명(26%),‘직원들이 친절해서’라고 답한 이용자가 5명
(5.2%)순이었다.노인요양시설에서는 ‘집에서 가깝거나 교통이 편리해서’라
고 답한 이용자가 21명(52.5%)으로 가장 많았고,‘주변사람들이나 이용자 추
천으로’라고 답한 이용자가 9명(22.5%),‘진료비/입소비용이 적정해서’라고
답한 이용자가 5명(12.5%)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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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연구대상자의 시설선택 특성
단위:명,%

구분구분구분구분
시설시설시설시설

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병원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

응답자 응답자 응답자 응답자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응답자 응답자 응답자 응답자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계계계계

시설 시설 시설 시설 입소 입소 입소 입소 동기동기동기동기

67 (69.8) 21 (52.5) 88
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27 (28.1) 17 (42.5) 44

기타 2 (2.1) 2 (5.0) 4

시설 시설 시설 시설 입소를 입소를 입소를 입소를 결정자결정자결정자결정자

본인 9 (9.4) 5 (12.5) 14

배우자 3 (3.1) 1 (2.5) 4

자녀 84 (87.5) 33 (82.5) 117

기타 0 (0.0) 1 (2.5) 1

시설 시설 시설 시설 입소 입소 입소 입소 결정자의 결정자의 결정자의 결정자의 최종학력최종학력최종학력최종학력

중졸이하 19 (19.8) 0 (0.0) 19

고졸 37 (38.5) 10 (25.0) 47

대졸이상 40 (41.7) 30 (75.0) 70

입소전 입소전 입소전 입소전 있었던 있었던 있었던 있었던 곳곳곳곳

              집 33 (34.4) 14 (35.0) 47

병원 38 (39.6) 12 (30.0) 50

노인전문병원/
노인요양시설 25 (26.0) 14 (35.0) 39

시설입소를 시설입소를 시설입소를 시설입소를 결정한 결정한 결정한 결정한 가장 가장 가장 가장 큰 큰 큰 큰 이유이유이유이유

      집에서 가깝거나 교통이 

편리해서
59 (61.5) 21 (52.5) 80

     주위의 추천으로 25 (26.0) 9 (22.5) 34

      진료비/입소비용이 

적정해서
3 (3.1) 5 (12.5) 8

    직원들이 친절해서 5 (5.2) 2 (5.0) 7

기타 4 (4.2) 3 (7.5) 7

계계계계 96 (100.0) 40 (100.0)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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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전문병원과 노인요양시설 이용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특성은
표 10과 같다.노인전문병원과 노인요양시설에서 이용자의 인구사회학적특
성,의료이용 특성 및 병원선택 특성을 카이제곱 값으로 검정한 결과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의 등급’과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여부’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나머지 특성에서는 통계학적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노인장기요양
보험에서의 등급을 보면 노인요양시설에서 1등급이 40%,2등급이 47.5%,3
등급이 12.5% 순이었고,노인전문병원에서 1등급이 14.6%,2등급이7.3%,3
등급이 6.3%으로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특히 노인전문병원에
서는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이용자가 71.9%로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등급판
정을 받지 않은 이용자 0%보다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노인장기요
양보험의 혜택 여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예’라고 대답한 이용자가 100%로
노인전문병원에서 0%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

표 10.연구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특성
단위:명(%)

구분구분구분구분
시설시설시설시설

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병원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

응답자응답자응답자응답자 백분율백분율백분율백분율 응답자응답자응답자응답자 백분율백분율백분율백분율 χχχχ
2값값값값

노인장기요양노인장기요양노인장기요양노인장기요양

보험에서의 보험에서의 보험에서의 보험에서의 등급등급등급등급

14 ( 14.6) 16 ( 40.0) 1등급등급등급등급

2등급등급등급등급  7 ( 7.3) 19 ( 47.5)

3등급등급등급등급  6 ( 6.3)  5 ( 12.5)  62.26***

                       없음없음없음없음 69 ( 71.9) - -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혜택 혜택 혜택 여부여부여부여부

- - 40 (100.0)예예예예

아니오아니오아니오아니오 96 (100.0) - - 131.22***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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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용자 만족도
노인전문병원과 노인요양시설 이용자의 만족도 분포는 표 11,표 12와

같다.문항 11의 신체의 노출과 자존심에 관한 질문의 응답은 역순으로 표
현 되어 있다.만족도 조사 항목들 중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쳐서 ‘만
족한다’로 볼 수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를 합쳐서 ‘불만족
한다’로 볼 수 있다.CQI차원에서 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매우 그렇다’항목을 살펴보면,노인전문병원의 경우 ‘직원의 친절’항
목이 31.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간병인의 서비스(30.2%)’그리고
‘가족의 편안한 방문(29.2%)’순이었다.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직원의 친절’
과 ‘환경청결’항목이 각각 37.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다음으로 ‘식
사의 양과 종류(20%)’순이었다.서비스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노인전문병원 78.1%와 노인요양시설 77.5%로 ‘만족한다’라고 응답하
였다.노인요양시설의 몸의 노출과 자존심 항목에서의 ‘불만족한다’의 응답
이 27.5%로 다른 항목에 비하여 높은 비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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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노인전문병원 문항별 만족도 분포
단위: 명(%)

구분구분구분구분

1.전혀전혀전혀전혀

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2.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3.보통보통보통보통 4.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5.매우매우매우매우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1.시설의 시설의 시설의 시설의 직원은 직원은 직원은 직원은 계약서 계약서 계약서 계약서 작성시 작성시 작성시 작성시 중요한 중요한 중요한 중요한 사  사  사  사  

 항에 항에 항에 항에 대하여 대하여 대하여 대하여 충분히 충분히 충분히 충분히 설명해 설명해 설명해 설명해 주었습니까주었습니까주었습니까주었습니까?
ᅳ

    3    
(3.1)

   29   
(30.2)

   48   
(50.0)

   16   
(16.7)

2.시설의 시설의 시설의 시설의 직원은 직원은 직원은 직원은 친절하였습니까친절하였습니까친절하였습니까친절하였습니까? ᅳ ᅳ

   10   
(10.4)

   56   
(58.3)

   30   
(31.3)

3.시설의 시설의 시설의 시설의 직원직원직원직원(의사의사의사의사, 간호사간호사간호사간호사, 요양사요양사요양사요양사, 간병  간병  간병  간병  

 인 인 인 인 등등등등)의 의 의 의 전문성을 전문성을 전문성을 전문성을 신뢰하십니까신뢰하십니까신뢰하십니까신뢰하십니까?
ᅳ

    1    
(1.0)

  18    
(18.8)

   52   
(54.2)

   25   
(26.0)

4.시설의 시설의 시설의 시설의 실내 실내 실내 실내 환풍 환풍 환풍 환풍 및 및 및 및 공기 공기 공기 공기 정화가 정화가 정화가 정화가 적정  적정  적정  적정  

 하다고 하다고 하다고 하다고 생각되십니까생각되십니까생각되십니까생각되십니까?
ᅳ

   4     
(4.2)

   13   
(13.5)

   54   
(56.3)

   25   
(26.0)

5.시설의 시설의 시설의 시설의 냉난방 냉난방 냉난방 냉난방 온도는 온도는 온도는 온도는 적당하였습니까적당하였습니까적당하였습니까적당하였습니까? ᅳ ᅳ

   12   
(12.5)

   69   
(71.9)

   15   
(15.6)

6.시설의 시설의 시설의 시설의 화장실화장실화장실화장실, 공동욕실공동욕실공동욕실공동욕실, 편의시설의   편의시설의   편의시설의   편의시설의   

 이용이 이용이 이용이 이용이 편리하십니까편리하십니까편리하십니까편리하십니까?
   2     
(2.1)

    6    
(6.3)

   20   
(20.8)

   53   
(55.2)

   15   
(15.6)

7.시설의 시설의 시설의 시설의 TV, 신문신문신문신문, 잡지잡지잡지잡지, 도서 도서 도서 도서 등을 등을 등을 등을 자유  자유  자유  자유  

 롭게 롭게 롭게 롭게 이용할 이용할 이용할 이용할 수 수 수 수 있습니까있습니까있습니까있습니까?
   1
 (1.0)

    2    
(2.1)

   27   
(28.2)

   53   
(55.2)

   13   
(13.5)

8.시설 시설 시설 시설 내외 내외 내외 내외 환경이 환경이 환경이 환경이 청결합니까청결합니까청결합니까청결합니까? ᅳ

    2    
(2.1)

   8     
(8.3)

   59   
(61.5)

   27   
(28.1)

9.시설의 시설의 시설의 시설의 식사의 식사의 식사의 식사의 양과 양과 양과 양과 종류는 종류는 종류는 종류는 마음에 마음에 마음에 마음에 드셨  드셨  드셨  드셨  

 습니까습니까습니까습니까?
   1     
(1.0)

    7    
(7.3)

   27   
(28.1)

   45   
(46.9)

   16   
(16.7)

10.시설의 시설의 시설의 시설의 물리치료 물리치료 물리치료 물리치료 등 등 등 등 재활 재활 재활 재활 프로그램과  프로그램과  프로그램과  프로그램과  

  여가시간 여가시간 여가시간 여가시간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이 잘 잘 잘 잘 구성되어 구성되어 구성되어 구성되어 있습  있습  있습  있습  

  니까니까니까니까?
ᅳ

    5    
(5.2)

   48   
(50.0)

   30   
(31.3)

   13   
(13.5)

11.시설의 시설의 시설의 시설의 직원 직원 직원 직원 등이 등이 등이 등이 기저귀를 기저귀를 기저귀를 기저귀를 갈거나 갈거나 갈거나 갈거나 목  목  목  목  

  욕도움을 욕도움을 욕도움을 욕도움을 주면서 주면서 주면서 주면서 어르신의 어르신의 어르신의 어르신의 몸이 몸이 몸이 몸이 노출될  노출될  노출될  노출될  

  때 때 때 때 자존심을 자존심을 자존심을 자존심을 상하신 상하신 상하신 상하신 적이 적이 적이 적이 자주 자주 자주 자주 있습니  있습니  있습니  있습니  

   까까까까? (역순역순역순역순)

    2    
(2.1)

   13   
(13.5)

   21   
(21.9)

   40   
(41.7)

   20   
(20.8)

12.현재 현재 현재 현재 받고 받고 받고 받고 계신 계신 계신 계신 간병서비스에 간병서비스에 간병서비스에 간병서비스에 만족하  만족하  만족하  만족하  

  십니까십니까십니까십니까?
ᅳ ᅳ

   18   
(18.8)

   49   
(51.0)

   29   
(30.2)

13.가족의 가족의 가족의 가족의 방문은 방문은 방문은 방문은 편안하게 편안하게 편안하게 편안하게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까있습니까있습니까있습니까?
ᅳ

    1    
(1.0)

   6     
(6.3)

   61   
(63.5)

   28   
(29.2)

14.불편함이나 불편함이나 불편함이나 불편함이나 요구사항을 요구사항을 요구사항을 요구사항을 말했을 말했을 말했을 말했을 때 때 때 때 잘  잘  잘  잘  

  들어 들어 들어 들어 주었습니까주었습니까주었습니까주었습니까?
ᅳ ᅳ

   20   
(20.8)

   59   
(61.5)

   17   
(17.7)

15.어른신께서 어른신께서 어른신께서 어른신께서 이용하고 이용하고 이용하고 이용하고 계신 계신 계신 계신 서비스의   서비스의   서비스의   서비스의   

  비용이 비용이 비용이 비용이 적당하였다고 적당하였다고 적당하였다고 적당하였다고 생각되십니까생각되십니까생각되십니까생각되십니까?
ᅳ

  10    
(10.4)

   19   
(19.8)

   59   
(61.5)

    8    
(8.3)

16.받으신 받으신 받으신 받으신 서비스에 서비스에 서비스에 서비스에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만족하십  만족하십  만족하십  만족하십  

  니까니까니까니까?
ᅳ

    2    
(2.1)

   19   
(19.8)

   61   
(63.5)

   14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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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노인요양시설 문항별 만족도 분포
단위: 명(%)

구분구분구분구분

1.전혀전혀전혀전혀

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2.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3.보통보통보통보통 4.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5.매우매우매우매우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1.시설의 시설의 시설의 시설의 직원은 직원은 직원은 직원은 계약서 계약서 계약서 계약서 작성시 작성시 작성시 작성시 중요한    중요한    중요한    중요한    

 사항에 사항에 사항에 사항에 대하여 대하여 대하여 대하여 충분히 충분히 충분히 충분히 설명해 설명해 설명해 설명해 주었습니  주었습니  주었습니  주었습니  

 까까까까?
ᅳ

    1    
  (2.5)

   15   
(37.5)

   23   
(57.5)

    1    
(2.5)

2.시설의 시설의 시설의 시설의 직원은 직원은 직원은 직원은 친절하였습니까친절하였습니까친절하였습니까친절하였습니까? ᅳ ᅳ

    9   
(22.5)

   16   
(40.0)

   15   
(37.5)

3.시설의 시설의 시설의 시설의 직원직원직원직원(의사의사의사의사, 간호사간호사간호사간호사, 요양사요양사요양사요양사, 간병  간병  간병  간병  

 인등인등인등인등)의 의 의 의 전문성을 전문성을 전문성을 전문성을 신뢰하십니까신뢰하십니까신뢰하십니까신뢰하십니까?
ᅳ ᅳ

   12   
(30.0)

   21   
(52.5)

    7   
(17.5)

4.시설의 시설의 시설의 시설의 실내 실내 실내 실내 환풍 환풍 환풍 환풍 및 및 및 및 공기 공기 공기 공기 정화가       정화가       정화가       정화가       

 적정하다고 적정하다고 적정하다고 적정하다고 생각되십니까생각되십니까생각되십니까생각되십니까?
ᅳ ᅳ

    3    
(7.5)

   31   
(77.5)

    6   
(15.0)

5.시설의 시설의 시설의 시설의 냉난방 냉난방 냉난방 냉난방 온도는 온도는 온도는 온도는 적당하였습니까적당하였습니까적당하였습니까적당하였습니까? ᅳ

    2    
  (5.0)

    3    
(7.5)

   31   
(77.5)

    4   
(10.0)

6.시설의 시설의 시설의 시설의 화장실화장실화장실화장실, 공동욕실공동욕실공동욕실공동욕실, 편의시설의   편의시설의   편의시설의   편의시설의   

 이용이 이용이 이용이 이용이 편리하십니까편리하십니까편리하십니까편리하십니까?
    1    
(2.5)

ᅳ

   10   
(25.0)

   26   
(65.5)

    3    
(7.5)

7.시설의 시설의 시설의 시설의 TV, 신문신문신문신문, 잡지잡지잡지잡지, 도서 도서 도서 도서 등을      등을      등을      등을      

 자유롭게 자유롭게 자유롭게 자유롭게 이용할 이용할 이용할 이용할 수 수 수 수 있습니까있습니까있습니까있습니까?
    2    
(5.0)

    7    
(17.5)

   11   
(27.5)

   17   
(42.5)

    3    
(7.5)

8.시설 시설 시설 시설 내외 내외 내외 내외 환경이 환경이 환경이 환경이 청결합니까청결합니까청결합니까청결합니까? ᅳ ᅳ

    2    
(5.0)

   23   
(57.5)

   15   
(37.5)

9.시설의 시설의 시설의 시설의 식사의 식사의 식사의 식사의 양과 양과 양과 양과 종류는 종류는 종류는 종류는 마음에      마음에      마음에      마음에      

 드셨습니까드셨습니까드셨습니까드셨습니까?
ᅳ

    4    
(10.0)

   10   
(25.0)

   18   
(45.5)

    8   
(20.0)

10.시설의 시설의 시설의 시설의 물리치료 물리치료 물리치료 물리치료 등 등 등 등 재활 재활 재활 재활 프로그램과  프로그램과  프로그램과  프로그램과  

 여가시간 여가시간 여가시간 여가시간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이 잘 잘 잘 잘 구성되어 구성되어 구성되어 구성되어 있습  있습  있습  있습  

 니까니까니까니까?
ᅳ

    2    
(5.0)

   47   
(50.5)

   13   
(32.5)

    5   
(12.5)

11.시설의 시설의 시설의 시설의 직원 직원 직원 직원 등이 등이 등이 등이 기저귀를 기저귀를 기저귀를 기저귀를 갈거나 갈거나 갈거나 갈거나 목  목  목  목  

 욕도움을 욕도움을 욕도움을 욕도움을 주면서 주면서 주면서 주면서 어르신의 어르신의 어르신의 어르신의 몸이 몸이 몸이 몸이 노출될  노출될  노출될  노출될  

 때 때 때 때 자존심을 자존심을 자존심을 자존심을 상하신 상하신 상하신 상하신 적이 적이 적이 적이 자주 자주 자주 자주 있습니   있습니   있습니   있습니   

 까까까까? (역순역순역순역순) 

    2    
(5.0)

    9    
(22.5)

   14   
(35.0)

   14   
(35.0)

    1    
(2.5)

12.현재 현재 현재 현재 받고 받고 받고 받고 계신 계신 계신 계신 간병서비스에 간병서비스에 간병서비스에 간병서비스에 만족하  만족하  만족하  만족하  

 십니까십니까십니까십니까?
ᅳ ᅳ

   10   
(25.0)

   25   
(62.5)

    5   
(12.5)

13.가족의 가족의 가족의 가족의 방문은 방문은 방문은 방문은 편안하게 편안하게 편안하게 편안하게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까있습니까있습니까있습니까?
ᅳ

    2    
 (5.0)

    9   
(22.5)

   25   
(62.5)

    4   
(10.0)

14.불편함이나 불편함이나 불편함이나 불편함이나 요구사항을 요구사항을 요구사항을 요구사항을 말했을 말했을 말했을 말했을 때 때 때 때 잘  잘  잘  잘  

 들어 들어 들어 들어 주었습니까주었습니까주었습니까주었습니까?
ᅳ

    2    
(5.0)

   12   
(30.0)

   23   
(57.5)

    3    
(7.5)

15.어른신께서 어른신께서 어른신께서 어른신께서 이용하고 이용하고 이용하고 이용하고 계신 계신 계신 계신 서비스의   서비스의   서비스의   서비스의   

 비용이 비용이 비용이 비용이 적당하였다고 적당하였다고 적당하였다고 적당하였다고 생각되십니까생각되십니까생각되십니까생각되십니까?
ᅳ

    2    
(5.0)

   11   
(27.5)

   24   
(60.0)

    3    
(7.5)

16.받으신 받으신 받으신 받으신 서비스에 서비스에 서비스에 서비스에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만족하십니까만족하십니까만족하십니까?
    1    
(2.5)

ᅳ

    8   
(20.0)

   27   
(67.5)

    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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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 만족도의 비교는 표 13과 같다.각 문항별 답변 중 ‘매우 그렇
다’는 5점,‘그렇다’는 4점,‘보통’은 3점,‘그렇지 않다’는 2점,‘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계산하였고,신체적 노출과 자존심에 관한 문항 11번은 역
순으로 계산하여,‘매우 그렇다’는 1점,‘그렇다’는 2점,‘보통’은 3점,‘그렇지
않다’는 4점,‘전혀 그렇지 않다’는 5점으로 계산하였다.노인전문병원의 경
우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질문은 ‘시설의 직원은 친절 하였습니까’,‘시설
내외환경이 청결 합니까’와 ‘가족의 방문은 편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였고,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질문은 ‘시설의 물리치료 등 재활프로그램과
여가시간 프로그램이 잘 구성되어 있습니까’이었다.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가
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질문은 ‘시설 내외 환경이 청결 합니까’였고,두 번째
는 ‘시설의 직원은 친절 하였습니까’였으며,세 번째는 ‘시설의 실내 환풍 및
공기 정화가 적정하다고 생각 되십니까’순이었다.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질문은 ‘시설의 직원 등이 기저귀를 갈거나 목욕도움을 주면서 어르신의 몸
이 노출될 때 자존심을 상하신 적이 자주 있습니까’였다.각각의 만족도에
대하여 노인전문병원과 노인요양시설로 구분하여 t-test한 결과,전체에서 4
개의 항목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차이를 보였다.그 내용으로는 ‘시
설의 TV,신문,잡지,도서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가족의 방
문은 편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불편함이나 요구사항을 말했을 때 잘
들어 주었습니까’및 ‘시설의 직원 등이 기저귀를 갈거나 목욕도움을 주면서
어르신의 몸이 노출될 때 자존심을 상하신 적이 자주 있습니까’등 총 4개
항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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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노인전문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의 만족도 비교

구분구분구분구분

시설시설시설시설

t 값값값값 p 값값값값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병원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직원요인직원요인직원요인직원요인 *시설의 직원은 계약서 작성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해 주었습니까? 3.8 0.75 3.6 0.59 1.52 0.131

*시설의 직원은 친절하였습니까? 4.2 0.61 4.2 0.77 0.47 0.641

*시설의 직원(의사, 간호사, 요양사, 
간병인 등)의 전문성을 신뢰하십까? 4.1 0.70 3.9 0.69 1.35 0.179

시설 시설 시설 시설 및   및   및   및   
환경요인환경요인환경요인환경요인

*시설의 실내 환풍 및 공기 정화가 
적정하다고 생각되십니까? 4 0.75 4.1 0.47 0.26 0.796

*시설의 냉난방 온도는 적당하였
습니까? 4 0.53 3.9 0.62 1.01 0.313

*시설의 화장실, 공동욕실, 편의시설의 
이용이 편리하십니까? 3.8 0.87 3.8 0.71 0.07 0.947

*시설의 TV, 신문, 잡지, 도서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3.8 0.74 3.3 1.02 3.07 0.003

*시설 내외 환경이 청결합니까? 4.2 0.65 4.3 0.57 1.42 0.158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이용요인이용요인이용요인이용요인

*시설의 식사의 양과 종류는 마음에 
드셨습니까? 3.7 0.87 3.8 0.90 0.25 0.801

*시설의 물리치료 등 재활 프로그램과 
여가시간 프로그램이 잘 구성되어 
있습니까? 3.5 0.79 3.6 0.80 0.14 0.889

*현재 받고 계신 간병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4.1 0.69 3.9 0.61 1.9 0.06

*가족의 방문은 편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4.2 0.60 3.8 0.70 3.67 0.001

*불편함이나 요구사항을 말했을 때 
잘 들어 주었습니까? 4 0.62 3.7 0.69 2.42 0.017

*어른신께서 이용하고 계신 서비스의 
비용이 적당하였다고 생각되십니까? 3.7 0.77 3.7 0.69 0.16 0.871

이용자이용자이용자이용자
존중요인존중요인존중요인존중요인

*시설의 직원 등이 기저귀를 갈거나 
목욕도움을 주면서 어르신의 몸이 
노출될 때 자존심을 상하신 적이 
자주 있습니까? (역순) 3.7 1.04 3.1 1.08 2.73 0.007

전체전체전체전체
만족도만족도만족도만족도

*받으신 서비스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3.9 0.65 3.8 0.71 0.65 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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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전문병원과 노인요양시설에서의 환자 만족도를 5개의 주요인으로 분
류하여 분석을 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요인 1은 직원의 계약서 작성 시
충분한 설명 유무,친절성,전문성에 대한 만족도로 ‘직원요인’으로 축약되었
고,요인 2는 시설의 실내 환풍 및 공기 정화의 적정성,냉난방온도 적정성,
화장실,공동욕실,편의시설의 이용 편리성,시설의 TV,신문,잡지,도서 등
의 자유로운 이용성,내외 환경 청결성 등 ‘시설 및 환경’에 대한 만족도로
축약되었으며,요인 3은 식사의 양과 종류,재활 프로그램과 여가시간 프로
그램,간병서비스,편안한 가족 방문,불편함이나 요구사항을 말했을 때 잘
들어주는지 여부,적절한 서비스의 비용 등 ‘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로
축약되었고,요인 4는 기저귀를 갈거나 목욕도움을 주면서 어르신의 몸이
노출될 때 자존심을 상하신 적이 자주 있는지에 대한 ‘이용자 존중’에 대한
만족도로 축약되었으며,요인 5는 전반적 서비스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보는
‘전체 만족도’로 축약되었다.요인별 만족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평균값이
노인전문병원에서 노인요양시설에서보다 높았다.그리고 노인전문병원과 노
인요양시설로 구분하여 t-test한 결과,요인 3의 이용자 존중 요인만이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차이를 보였다.

표 14.노인전문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의 주요인별 만족도 비교

　　　　구분구분구분구분

시설시설시설시설

t 값값값값 p 값값값값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병원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

평균 평균 평균 평균 ± 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평균 평균 평균 평균 ± 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요인 요인 요인 요인 1 : 직원 직원 직원 직원 요인요인요인요인 4.02  0.56 3.88  0.53 1.40 0.162

요인 요인 요인 요인 2 : 시설 시설 시설 시설 및 및 및 및 환경 환경 환경 환경 3.95  0.48 3.88  0.45 0.89 0.374

요인 요인 요인 요인 3 :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이용 이용 이용 이용 3.87  0.52 3.72  0.47 1.53 0.130

요인 요인 요인 요인 4 : 이용자존중 이용자존중 이용자존중 이용자존중 요인요인요인요인 3.69  1.04 3.10  1.08 2.73 0.007

요인 요인 요인 요인 5 : 전체 전체 전체 전체 만족도만족도만족도만족도 3.91  0.65 3.83  0.71 0.65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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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구사회학적 특성,의료이용 특성 및 의료선택 특성과
만족도와의 관계

노인전문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의 이용자들의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구
명하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의료이용 특성 및 병원선택 특성을 독립
변수로 하고,5가지 요인별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실시한 이변량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5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분류된 독립변수
중 성별과 결혼상태가 서비스 이용요인 만족도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표 16의 의료이용 특성에 따라 분류된 독립변수 중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는 간병인의 여부’가 시설 및 환경요인 만족도에서 유의하게 높은 값
을 가졌고,‘골다공증’이 서비스이용 요인 만족도에서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였으며,‘요통’,‘노인장기보험 혜택 여부’그리고 ‘가족의 평균 방문 횟수’
가 이용자 존중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골다공증’과 ‘요통’
이 전체 만족도에서 유의하게 높은 값을 가졌다.표 17의 시설선택 특성에
따른 독립변수 중 ‘입소 전 있었던 곳’이 직원요인과 시설 및 환경 요인 만
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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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만족도

직원 직원 직원 직원 요인요인요인요인 시설 시설 시설 시설 및 및 및 및 환경 환경 환경 환경 요인요인요인요인 서비스이용 서비스이용 서비스이용 서비스이용 요인요인요인요인 이용자존중 이용자존중 이용자존중 이용자존중 요인요인요인요인 전체 전체 전체 전체 만족도만족도만족도만족도

Mean ±Std p-value Mean ±Std p-value Mean ±Std p-value Mean ±Std p-value Mean ±Std p-value

응답자응답자응답자응답자

본인 3.96 0.49 0.748 3.93 0.44 0.977 3.82 0.41 0.835 3.37 1.08 0.172 3.86 0.66 0.785

보호자 3.99 0.60 3.93 0.50 3.83 0.57 3.64 1.07 3.9 0.68

성별성별성별성별

남 4 0.46 0.774 4.01 0.44 0.221 3.97 0.48 0.037 3.71 1.03 0.295 3.95 0.52 0.481

여 3.97 0.59 3.9 0.48 3.77 0.50 3.48 1.09 3.86 0.72

연령연령연령연령

65~74세 4.03 0.50 0.402 3.97 0.44 0.599 3.84 0.43 0.949 3.69 0.99 0.633 3.95 0.56 0.764

75~84세 3.91 0.60 3.89 0.52 3.81 0.55 3.5 1.04 3.85 0.68

85세이상 4.05 0.53 3.97 0.41 3.83 0.51 3.45 1.23 3.86 0.76

결혼상태결혼상태결혼상태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4.05 0.52 0.390 3.97 0.43 0.581 3.99 0.44 0.018 3.61 1.03 0.686 4.03 0.50 0.072

사별/이혼 3.95 0.57 3.92 0.49 3.76 0.51 3.52 1.10 3.83 0.71

자녀자녀자녀자녀

3명이하 3.95 0.47 0.741 3.93 0.41 0.599 3.79 0.43 0.329 3.53 1.1 0.996 3.98 0.55 0.186

4~5명 4.03 0.57 3.98 0.52 3.91 0.58 3.54 1.11 3.88 0.64

6명이상 3.96 0.68 3.86 0.5 3.76 0.5 3.55 1.02 3.71 0.86

가정의 가정의 가정의 가정의 월 월 월 월 

평균수입평균수입평균수입평균수입

모름/무응답 3.91 0.53 0.647 3.92 0.46 0.753 3.76 0.38 0.528 3.4 1.10 0.196 3.8 0.67 0.436

199만원이하 4 0.62 3.84 0.61 3.78 0.62 3.65 1.11 3.78 0.74

200~399만원 4.05 0.57 3.97 0.44 3.89 0.56 3.48 1.03 3.98 0.62

400만원이상 3.94 0.45 3.95 0.39 3.91 0.49 4.22 0.97 4 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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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의료이용 특성에 따른 만족도

직원요인직원요인직원요인직원요인 시설 시설 시설 시설 및 및 및 및 환경요인환경요인환경요인환경요인 서비스이용요인서비스이용요인서비스이용요인서비스이용요인 이용자존중요인이용자존중요인이용자존중요인이용자존중요인 전체만족도전체만족도전체만족도전체만족도

Mean ±Std p-value Mean ±Std p-value Mean ±Std p-value Mean ±Std p-value Mean ±Std p-value

질병질병질병질병

치매치매치매치매

없음 3.99 0.56 0.576 3.94 0.49 0.712 3.81 0.50 0.381 3.47 1.09 0.155 3.85 0.68 0.319 

있음 3.92 0.54 3.9 0.39 3.9 0.51 3.81 0.98 4 0.63

중풍중풍중풍중풍/뇌졸중뇌졸중뇌졸중뇌졸중

없음 3.99 0.54 0.762 3.95 0.46 0.430 3.89 0.49 0.034 3.56 1.11 0.762 3.94 0.70 0.151 

있음 3.96 0.59 3.89 0.50 3.7 0.52 3.5 1.02 3.77 0.59

관절염관절염관절염관절염

없음 4.02 0.57 0.121 3.95 0.46 0.269 3.85 0.49 0.205 3.61 1.03 0.167 3.92 0.61 0.334 

있음 3.83 0.48 3.84 0.51 3.72 0.55 3.26 1.25 3.75 0.84

고고고고.저혈압저혈압저혈압저혈압

없음 3.93 0.55 0.091 3.92 0.43 0.768 3.82 0.51 0.827 3.55 1.09 0.882 3.88 0.62 0.973 

있음 4.11 0.55 3.95 0.57 3.84 0.49 3.52 1.06 3.89 0.80

당뇨당뇨당뇨당뇨

없음 3.96 0.56 0.534 3.93 0.46 0.969 3.84 0.50 0.481 3.6 1.05 0.146 3.9 0.68 0.402 

있음 4.05 0.55 3.93 0.53 3.76 0.52 3.21 1.18 3.77 0.61

골다공증골다공증골다공증골다공증

없음 4.01 0.54 0.148 3.96 0.44 0.200 3.87 0.47 0.012 3.59 1.08 0.160 3.96 0.56 0.037 

있음 3.81 0.64 3.76 0.64 3.56 0.61 3.19 0.98 3.42 1.02

요통요통요통요통

없음 4.02 0.57 0.069 3.94 0.48 0.524 3.86 0.50 0.124 3.62 1.05 0.046 3.94 0.62 0.037 

있음 3.79 0.43 3.88 0.42 3.68 0.52 3.06 1.14 3.63 0.82

사고사고사고사고/수술 수술 수술 수술 
후유증후유증후유증후유증

없음 4 0.57 0.374 3.93 0.47 0.843 3.82 0.51 0.693 3.55 1.08 0.777 3.87 0.61 0.662 

있음 3.88 0.48 3.91 0.47 3.86 0.49 3.47 1.06 3.96 0.93

암암암암

없음 3.98 0.55 0.823 3.92 0.47 0.112 3.82 0.50 0.595 3.53 1.08 0.457 3.89 0.66 0.689 

있음 3.92 0.79 4.3 0.53 3.96 0.80 4 1.00 3.75 0.96

기타기타기타기타

없음 3.96 0.55 0.144 3.91 0.46 0.116 3.82 0.51 0.569 3.51 1.06 0.373 3.89 0.67 0.741 

있음 4.21 0.52 4.15 0.52 3.91 0.40 3.82 1.25 3.82 0.60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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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페이지에서 계속)

직원요인직원요인직원요인직원요인 시설 시설 시설 시설 및 및 및 및 환경요인환경요인환경요인환경요인 서비스이용요인서비스이용요인서비스이용요인서비스이용요인 이용자존중요인이용자존중요인이용자존중요인이용자존중요인 전체만족도전체만족도전체만족도전체만족도

Mean ±Std p-value Mean ±Std p-value Mean ±Std p-value Mean ±Std p-value Mean ±Std p-value

건강보험분류건강보험분류건강보험분류건강보험분류

직장건강 
보험 4 0.50 0.506 3.96 0.43 0.125 3.89 0.48 0.082 3.59 1.08 0.761 3.91 0.67 0.596 

지역건강보험 3.97 0.58 3.94 0.46 3.75 0.49 3.44 1.07 3.88 0.67

의료급여 3.78 0.87 3.62 0.80 3.55 0.69 3.63 1.19 3.67 0.71

사보험 사보험 사보험 사보험 가입여부가입여부가입여부가입여부

있다 3.81 0.59 0.181 3.94 0.55 0.896 3.8 0.53 0.791 3.61 0.85 0.766 4 0.77 0.424 

없다 4 0.55 3.93 0.46 3.83 0.50 3.53 1.11 3.86 0.65

노인장기요노인장기요노인장기요노인장기요
양보험 양보험 양보험 양보험 혜택혜택혜택혜택 

예 3.88 0.53 0.162 3.88 0.45 0.374 3.72 0.47 0.130 3.1 1.08 0.007 3.83 0.71 0.520 

아니오 4.02 0.56 3.95 0.48 3.87 0.52 3.69 1.04 3.91 0.65

노인장기요노인장기요노인장기요노인장기요
양보험등급양보험등급양보험등급양보험등급

1등급 3.93 0.45 0.966 3.87 0.43 0.395 3.73 0.51 0.517 3.29 1.18 0.209 3.9 0.55 0.972 

2등급 3.99 0.58 3.83 0.42 3.91 0.46 3.7 0.82 3.85 0.88

3등급 3.97 0.48 3.91 0.47 3.73 0.55 3 1.15 3.82 0.40

등급판정 
안 받았음 4 0.60 4 0.51 3.85 0.51 3.66 1.09 3.9 0.67

시설까지  시설까지  시설까지  시설까지  
소요시간소요시간소요시간소요시간

30분미만 3.94 0.57 0.722 3.95 0.48 0.634 3.8 0.51 0.864 3.64 1.04 0.536 3.8 0.71 0.314 

30분~ 
1시간미만 3.99 0.55 3.94 0.45 3.84 0.48 3.41 1.10 3.93 0.58

1시간이상 4.06 0.53 3.83 0.52 3.86 0.61 3.63 1.15 4.06 0.77

시설까지 시설까지 시설까지 시설까지 이용이용이용이용
하는 하는 하는 하는 교통수단교통수단교통수단교통수단

대중교통 3.83 0.63 0.232 3.84 0.51 0.183 3.69 0.54 0.173 3.39 1.05 0.474 3.72 0.81 0.225 

자가용 4.02 0.52 3.93 0.45 3.85 0.46 3.55 1.11 3.95 0.61

도보/기타 4.06 0.56 4.1 0.50 3.94 0.62 3.8 0.94 3.83 0.62

비용추가  비용추가  비용추가  비용추가  
간병인 간병인 간병인 간병인 여부여부여부여부

예 4.1 0.25 0.567 4.29 0.40 0.041 4.14 0.33 0.087 4 1.10 0.286 4.29 0.49 0.101 

아니오 3.97 0.57 3.91 0.47 3.81 0.51 3.52 1.08 3.86 0.67

     (계속)



- 39 -

(앞 페이지에서 계속)
직원요인직원요인직원요인직원요인 시설 시설 시설 시설 및 및 및 및 환경요인환경요인환경요인환경요인 서비스이용요인서비스이용요인서비스이용요인서비스이용요인 이용자존중요인이용자존중요인이용자존중요인이용자존중요인 전체만족도전체만족도전체만족도전체만족도

Mean ±Std p-value Mean ±Std p-value Mean ±Std p-value Mean ±Std p-value Mean ±Std p-value

가족의 가족의 가족의 가족의 평균 평균 평균 평균 
방문횟수방문횟수방문횟수방문횟수

매일 3.8 0.57 0.486 3.85 0.46 0.327 3.61 0.52 0.358 3.08 0.90 0.043 3.6 0.74 0.369 

주1회이상 4 0.57 3.91 0.52 3.87 0.51 3.62 1.13 3.91 0.61

월1회이상 3.98 0.50 3.93 0.42 3.83 0.51 3.43 0.98 3.91 0.78

연1회이상 4.15 0.65 4.2 0.35 3.81 0.37 4.75 0.50 4 0.00

시설에 시설에 시설에 시설에 계신 계신 계신 계신 
기간기간기간기간

3개월미만 3.89 0.57 0.391 3.79 0.51 0.068 3.81 0.53 0.775 3.67 0.96 0.675 3.82 0.77 0.079 

3~6개월 
미만 3.94 0.57 3.88 0.49 3.78 0.53 3.63 0.98 3.72 0.70

6개월~1년 
미만 3.98 0.58 4.03 0.41 3.82 0.55 3.43 1.17 3.91 0.59

1년이상 4.12 0.48 4.06 0.41 3.91 0.41 3.38 1.28 4.13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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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시설선택 특성에 따른 만족도
직원 직원 직원 직원 요인요인요인요인 시설 시설 시설 시설 및 및 및 및 환경 환경 환경 환경 요인요인요인요인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이용 이용 이용 이용 요인요인요인요인 이용자존중 이용자존중 이용자존중 이용자존중 요인요인요인요인 전체 전체 전체 전체 만족도만족도만족도만족도

Mean ±Std p-value Mean ±Std p-value Mean ±Std p-value Mean ±Std p-value Mean ±Std p-value

시설 시설 시설 시설 입소 입소 입소 입소 
동기동기동기동기

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4.04 0.52 0.098 3.98 0.44 0.149 3.87 0.49 0.402 3.55 1.09 0.996 3.92 0.65 0.656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3.83 0.59 3.86 0.54 3.75 0.5 3.54 1.05 3.82 0.72

기타 4.17 0.58 3.6 0.23 3.75 0.88 3.5 1.29 3.75 0.5

시설 시설 시설 시설 입소를 입소를 입소를 입소를 
결정한 결정한 결정한 결정한 분분분분

본인 3.98 0.56 0.309 3.93 0.46 0.586 3.98 0.41 0.163 3.5 1.09 0.605 3.93 0.47 0.969 

배우자 4.08 0.63 4.25 0.53 4.25 0.55 4.33 0.58 3.75 0.50

자녀 3.97 0.55 3.92 0.47 3.79 0.51 3.52 1.09 3.88 0.70

기타 5 0.00 3.8 0.00 4.17 0.00 4 0.00 4 0.00

입소결정을 입소결정을 입소결정을 입소결정을 
한 한 한 한 분의 분의 분의 분의 최최최최
종학력종학력종학력종학력

중졸 이하 4.09 0.66 0.091 4.01 0.54 0.438 3.88 0.61 0.528 3.58 1.12 0.982 3.84 0.6 0.708

고졸 3.84 0.55 3.86 0.39 3.76 0.44 3.55 0.98 3.83 0.64

대졸 이상 4.04 0.52 3.95 0.5 3.86 0.51 3.53 1.15 3.93 0.71

입소전 입소전 입소전 입소전 있었있었있었있었
던 던 던 던 곳곳곳곳

집 4.06 0.45 0.027 3.87 0.44 0.040 3.86 0.46 0.199 3.44 1.16 0.479 3.91 0.65 0.628 

병원 4.06 0.64 4.06 0.49 3.89 0.56 3.71 1.01 3.92 0.67

노인전문병
원/요양시설

3.78 0.50 3.84 0.46 3.7 0.46 3.47 1.06 3.79 0.70

시설입소를 시설입소를 시설입소를 시설입소를 
결정한 결정한 결정한 결정한 가장 가장 가장 가장 
큰 큰 큰 큰 이유이유이유이유

집에서 
가깝거나 

교통이 
편리해서

3.95 0.55 0.818 3.9 0.46 0.694 3.82 0.48 0.873 3.56 1.05 0.930 3.88 0.54 0.504

주변사람들 
또는 

시설이용자
의 추천으로

4.03 0.58 4.02 0.5 3.87 0.48 3.42 1.15 3.82 0.87

진료비가 
적정해서

3.88 0.59 3.95 0.52 3.71 0.67 3.57 1.27 3.75 0.71

직원들이 
친절해서

4.05 0.45 4 0.37 3.71 0.67 3.57 1.13 4 0.58

기타 4.14 0.63 3.8 0.55 3.9 0.6 3.83 0.98 4.29 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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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한 회귀분석의 독
립변수의 결정은 설문된 모든 독립변수와 16문항의 만족도 및 요인별 만족
도를 t-test와 분산분석을 통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은 변수들
과 응답자,시설구분 및 성별을 유의함과 상관없이 추가하여 결정하였다.회
귀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5개의 요인별 만족도의 회귀분석 결과에서
연구모델의 적합성을 의미하는 결정계수(R²값)))가 ‘시설 및 환경 요인 만족
도’에서 0.2046,‘서비스 요인 만족도’에서 0.2112그리고 ‘이용자 존중요인
만족도’에서 0.2243이었다.각 요인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변이를 20.46%,
21.12% 그리고 22.43%로 설명하였고,‘이용자 존중 요인’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다.표 19의 시설 및 환경요인 만족도에서 추가비용을 지불하는 간병인
이 없는 이용자에 비하여 있는 이용자의 만족도가 더 높았고(p=0.033),입소
전 계시던 곳이 집이었던 이용자에 비하여 병원이었던 이용자의 만족도가
더 높았으며(p=0.043)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표 20의
서비스요인 만족도에서 중풍이 있는 이용자의 만족도에 비하여 없는 이용자
의 만족도가 더 높았고(p=0.014),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값을 가졌다.
표 21의 이용자 존중요인 만족도의 회귀분석에서는 노인요양시설에 비하여
노인전문병원의 만족도가 높았고(p=0.005),가족의 방문이 매일 있는 이용자
에 비하여 주 1회 이상(p=0.045)이나 연 1회 이상인 이용자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p=0.003).직원요인 만족도(표 18)와 전반적인 만족도(표 22)의 회귀
분석은 결정계수가 0.2미만으로 회귀분석 모델로서 적합하지 않았다.그러
나 직원요인 만족도에서 입소 전 계시던 곳이 노인전문병원이거나 노인요양
시설이었던 이용자에 비하여 집이었던 이용자의 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p=0.015),전반적 만족도의 회귀분석에서 골다공증이 있는 이용자에 비하여
없는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았고(p=0.016),시설에 계신기간이 3개월 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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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에 비하여 1년 이상인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았으며(p=0.041)통계학
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값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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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직원요인 만족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 변 변 변 수수수수 회귀계수회귀계수회귀계수회귀계수 t 값값값값 p 값값값값

응답자응답자응답자응답자

본인

보호자 -0.257 1.57 0.119

시설구분시설구분시설구분시설구분

노인전문병원

노인요양시설 -0.077 0.72 0.472

성별성별성별성별

남

여 -0.064 0.6 0.553

연령연령연령연령

65~74세

75~84세 -0.158 1.35 0.181

85세 이상 0.035 0.25 0.804

사고후유증사고후유증사고후유증사고후유증

없음

있음 -0.121 0.86 0.393

요통요통요통요통

없음

있음 -0.246 1.73 0.086

평균수입평균수입평균수입평균수입

399만원 이하

400만원 이상 -0.028 0.2 0.843

모름/무응답 -0.264 1.59 0.114

사보험유무사보험유무사보험유무사보험유무

없음

있음 -0.246 1.68 0.095

입소전 입소전 입소전 입소전 장소장소장소장소

집

병원 -0.016 0.14 0.892

노인 전문병원/요양시설 -0.305 2.48 0.015

R² 0.1503

Adj·R² 0.0674

F-Value 1.81

P-Value 0.0528



- 44 -

표 19.시설 및 환경요인 만족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 변 변 변 수수수수 회귀계수회귀계수회귀계수회귀계수 t 값값값값 p 값값값값

응답자응답자응답자응답자

본인

보호자 -0.010 0.11 0.912
시설구분시설구분시설구분시설구분

노인전문병원

노인요양시설 0.145 1.19 0.235 
성별성별성별성별

남

여 -0.087 0.92 0.359 
연령연령연령연령

65~74세

75~84세 -0.080 0.76 0.449 
85세이상 0.114 0.95 0.343 

중풍중풍중풍중풍

없음

있음 -0.089 0.99 0.322 
관절염관절염관절염관절염

없음

있음 -0.033 0.29 0.770 
골다공증골다공증골다공증골다공증

없음

있음 -0.158 1.26 0.211 
장기요양보험등급장기요양보험등급장기요양보험등급장기요양보험등급

등급판정 안 받았음

1등급 -0.207 1.61 0.110 
2등급 -0.282 1.97 0.051 
3등급 -0.114 0.68 0.496 

입소동기입소동기입소동기입소동기

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0.086 0.95 0.342 
기타 -0.380 1.51 0.135 

시설결정이유시설결정이유시설결정이유시설결정이유

집에서 가깝거나 교통이 편리해서

주변사람들 또는 시설이용자의 추천으로 0.163 1.71 0.091 
진료비가 적정해서 0.093 0.48 0.631 
직원들이 친절해서 0.187 1.02 0.309 

기타 0.228 1.16 0.249 
추가간병인추가간병인추가간병인추가간병인

없음

있음 0.398 2.16 0.033 
입소전장소입소전장소입소전장소입소전장소

집

병원 0.209 2.05 0.043 
노인 전문병원/요양시설 -0.070 0.65 0.517 

R² 0.2046
Adj·R² 0.0663

F-Value 1.48
P-Value 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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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서비스요인 만족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 변 변 변 수수수수 회귀계수회귀계수회귀계수회귀계수 t 값값값값 p 값값값값

응답자응답자응답자응답자

본인

보호자 -0.202 1.38 0.171 
시설구분시설구분시설구분시설구분

노인전문병원

노인요양시설 -0.119 1.23 0.222 
성별성별성별성별

남

여 -0.135 1.28 0.203 
연령연령연령연령

65~74세

75~84세 -0.032 0.3 0.765 
85세이상 0.115 0.9 0.369 

요통요통요통요통

없음

있음 -0.153 1.18 0.240 
중풍중풍중풍중풍

없음

있음 -0.243 2.5 0.014 
골다공증골다공증골다공증골다공증

없음

있음 -0.234 1.7 0.092 
결혼상태결혼상태결혼상태결혼상태

배우자 없음

있음 0.198 1.78 0.078 
건강보험분류건강보험분류건강보험분류건강보험분류

직장건강보험

지역건강보험 -0.088 0.91 0.365 
의료급여 -0.142 0.78 0.435 

입소동기입소동기입소동기입소동기

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0.048 0.51 0.612 
기타 -0.144 0.55 0.586 

소요시간소요시간소요시간소요시간

30분 미만

30분~1시간 미만 0.067 0.72 0.472 
1시간 이상 0.150 1.06 0.291 

월평균수입월평균수입월평균수입월평균수입

399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0.029 0.23 0.818 
모름/무응답 -0.216 1.42 0.159 

R² 0.2112
Adj·R² 0.0976

F-Value 1.86
P-Value 0.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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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이용자 존중요인 만족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 변 변 변 수수수수 회귀계수회귀계수회귀계수회귀계수 t 값값값값 p 값값값값

응답자응답자응답자응답자

본인

보호자 0.395 1.79 0.077 

시설구분시설구분시설구분시설구분

노인전문병원

노인요양시설 -0.814 -2.85 0.005 

성별성별성별성별

남

여 -0.115 -0.54 0.591 

연령연령연령연령

65~74세

75~84세 -0.234 -1.02 0.311 

85세 이상 -0.306 -1.12 0.264 

방문횟수방문횟수방문횟수방문횟수

매일

주1회 이상 0.661 2.03 0.045 

월1회 이상 0.491 1.42 0.158 

연1회 이상 1.808 3.04 0.003 

장기요양보험등급장기요양보험등급장기요양보험등급장기요양보험등급

등급판정 안 받았음

1등급 -0.054 -0.2 0.845 

2등급  0.632 1.97 0.052 

3등급 -0.325 -0.79 0.434 

요통요통요통요통

없음

있음 -0.234 -0.8 0.424 

R² 0.2243

Adj·R² 0.1467

F-Value 2.89

P-Value 0.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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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전반적 요인 만족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 변 변 변 수수수수 회귀계수회귀계수회귀계수회귀계수 t 값값값값 p 값값값값

응답자응답자응답자응답자

본인

보호자 -0.015 0.12 0.905 

시설구분시설구분시설구분시설구분

노인전문병원

노인요양시설 -0.145 1.13 0.261 

성별성별성별성별

남

여 -0.014 0.11 0.915 

연령연령연령연령

65~74세

75~84세 -0.021 0.15 0.883 

85세 이상 -0.030 0.18 0.860 

골다공증골다공증골다공증골다공증

없음

있음 -0.440 2.44 0.016 

요통요통요통요통

없음

있음 -0.177 1.03 0.305 

교통수단교통수단교통수단교통수단

자가용

대중교통 -0.209 1.48 0.141 

도보/기타 -0.167 0.95 0.345 

시설에 시설에 시설에 시설에 계신 계신 계신 계신 기간기간기간기간

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0.048 0.31 0.758 

6개월~1년 미만 0.148 0.92 0.359 

1년 이상 0.342 2.06 0.041 

R² 0.1593

Adj·R² 0.0773

F-Value 1.94

P-Value 0.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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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고 찰

1.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이 연구는 노인전문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의 이용자만족도를 비교하고,만
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명하기 위하여 서울과 부산의 대도시 인근
에 위치한 노인전문병원 3곳과 노인요양시설 2곳의 이용자 136명을 대상으
로 구조화된 조사표를 이용하여 연구자료를 수집하였다.자료 분석 방법은
SAS를 이용하여 빈도분석,T-test,ANOVA와 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 등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이 연구에
있어서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이 2008년 7월1일에 실시된 이래 3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만족도 조사를 하여,조사대상자들의 제도에 대한 인지
도가 낮았으며,제도에 따른 만족도를 인지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지 못
하였으나,향후 새로 도입된 이 제도에 대한 보완 및 개선 방안의 연구를
위한 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서울과 부산의 한정된 지역에서 적은 수의 표본에 의존한 연구였

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나,농촌이 아닌 대도시에 위치한 시설 이용자들
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셋째,노인전문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의 이용자 수의 현격한 차이를 보여

서 시설 유형별 비교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나,노인의료복지
시설에서 노인전문병원과 노인요양시설 이용자들의 분포와 만족도의 차이를
비교해 봄으로써 각 시설에 요구되는 서비스 방안을 알아보는데 의의를 갖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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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설문대상자가 고령이고,치매나 중증질환을 가지고 있는 이용자들
이 많아서 질문에 대한 인지가 낮고,응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보호
자들이 응답하게 되는 경우가 생겼고,이로 인하여 이용 당사자의 정확한
만족도의 결과를 얻는데 제한이 있었다.

2.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이 연구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특성,의료이용
특성 및 병원선택 특성을 카이제곱 값으로 검정한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에서의 등급’과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여부’에서 노인전문병원과 노인요양
시설의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노인전문병원에서는 등급판정
을 받지 않은 이용자가 가장 많았고,등급판정을 받은 이용자 중에서는 1등
급 판정을 받은 이용자가 가장 많았다.노인요양시설에서는 2등급 판정을
받은 이용자가 가장 많았고,판정을 받지 않은 이용자는 없었다.노인장기요
양보험의 혜택여부에 있어서 노인전문병원은 전원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
었고,노인요양시설은 전원이 혜택을 받고 있었다.노인전문병원에서 78.1%
와 노인요양시설에서 77.5%의 이용자가 시설 이용에 대하여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는데,이 결과는 갤럽(2008.8)의 조사 보고서에서 시설입소 서비스
의 만족도 74.8%보다 약간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다.노인요양시설의
몸의 노출과 자존심을 상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불만족한다’는 응답
이 27.5%로 다른 항목에 비하여 높은 비율을 보였다.이 결과는 노인전문병
원의 15.6%와 차이가 있으며,박종연(2007)의 시설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몸의 노출과 자존심을 상한 경험을 묻는 항목의 결과와도 14.8%의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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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사용한 16가지 항목의 만족도에 대하여 노인전문병원과 노
인요양시설로 구분하여 빈도 분포를 알아본 결과에서 t-test한 결과,전체에
서 4가지 항목에서 노인전문병원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차이를 보
였다.그 내용으로는 ‘시설의 TV,신문,잡지,도서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가족의 방문은 편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불편함이나
요구사항을 말했을 때 잘 들어 주었습니까’,‘시설의 직원 등이 기저귀를 갈
거나 목욕도움을 주면서 어르신의 몸이 노출될 때 자존심을 상하신 적이 자
주 있습니까’등 총 4가지 항목이었다.요인별 만족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평균값이 노인전문병원이 노인요양시설보다 높았고,기저귀를 갈거나 목욕
도움을 주면서 어르신의 몸이 노출될 때 자존심을 상하신 적이 자주 있는지
에 대한 ‘이용자존중 요인’만이 노인전문병원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
은 차이를 보였다.노인전문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의 이용자들의 만족도에 미
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의료이용 특성 및 병원선
택 특성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5가지 요인별 만족도를 각각 종속변수로 하
여 실시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에서는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명
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에서 5개의 요인별 만족도 중 3개만이 유의
한 결과를 보였다.‘시설 및 환경요인 만족도’에는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간
병인의 여부와 입소 전에 계셨던 곳이 영향을 주었고,‘서비스 요인 만족도’
에는 현재 앓고 계신 질환 중 중풍이 영향을 주었으며 ‘이용자 존중 만족도’
에는 이용 중인 시설의 종류와 가족방문의 빈도가 영향을 주었다.전반적
만족도의 회귀분석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여자 이용자의
만족도가 남자 이용자의 만족도보다 낮았고,이 결과는 박종연(2007)의 조사
에서 시설 서비스 이용자에서 남자가 여자에 비하여 만족도가 더 높은 것과
차이가 있었다.이 외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병원선택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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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시설이용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에서 노인전문병원의 경우 ‘집에서 가깝
거나 교통이 편리해서’라고 답한 이용자가 가장 많았고,노인요양시설의 경
우도 ‘집에서 가깝거나 교통이 편리해서’라고 대답한 이용자가 가장 많았다.
이 결과는 윤서중(2003)의 연구에서 노인병원의 첫 번째 선택요인이 ‘의사
및 직원들이 친절하게 대해 주어서’와는 차이가 있으며,최영선(2007)의 연
구에서 보호자가 노인병원을 선택할 때 가장 큰 요인으로 진료비의 적절함
을 제시한 것과도 차이가 있다.만족도 조사 항목에서 ‘직원의 친절’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이는 김이선(2005)의 연구와 윤서중(2003)의
연구에서와 같이 직원들의 친절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결과를 보인 것
과 일치하였다.시설선택 요인과 노인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는 노인이 서
비스제공시설을 이용하기에 앞서 갖는 요구 및 기대와 실제로 시설을 이용
하면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얻어진 인지적 경험 간
의 차이를 평가한 것이라 할 수 있다.이러한 만족도는 이용자가 사전에 갖
는 기대와 실제로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의 질에 따라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박종연 등,2007).
이 연구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가진 변수들이 2008

년 7월에 새로이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련된 항목이 많았고,2007년
8월에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의한 명칭의 노인전문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을 비
교한 선행연구의 수가 아직 적어서 비교에 제한점이 많았다.그러나 이 연
구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전문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의 만족도 연구의
선행 논문으로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또한,새롭게 실시한 노인장
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 여러 시설들의 비교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겠
으며,효율적인 실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규정된 노인관련시설들에 대하
여 일관된 분류 및 명칭 통합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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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결 론 및 제언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전문병원과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이용
자들의 만족도를 비교하고,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명하고자 서
울과 부산의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노인전문병원 3곳과 노인요양시설 2곳의
이용자 136명을 대상으로 노인전문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의 이용자의 인구사
회학적 특성과 시설선택 특성과 만족도 등의 내용을 구조화된 조사표를 이
용하여 2008년 10월 15일에서 28일까지 2주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병원선택 특성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등급’과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여부’에서 노인전문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의
두 집단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노인전문병원에서 78.1%와 노인요양시설에서 77.5%의 이용자가 전

반적으로 ‘만족한다’라고 응답하였다.
셋째,요인별 만족도는 전체적인 평균값이 노인요양시설에 비하여 노인

전문병원이 높았다.그리고 두 시설의 평균값을 t-test한 결과,요인 3의 신
체의 노출과 존중에 관한 ‘이용자 존중 요인’이 노인전문병원에서 통계학적
으로 유의하게 높은 차이(p=0.007)를 보였다.
넷째,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명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의 결

과에서 5개의 요인별 만족도 중 3개만이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시설 및 환
경요인 만족도’에는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간병인의 여부와 입소 전에 계셨
던 곳이 영향을 주었고,‘서비스 요인 만족도’에는 현재 앓고 계신 질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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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풍이 영향을 주었으며 ‘이용자 존중 만족도’에는 이용 중인 시설의 종류와
가족방문의 빈도가 영향을 주었다.
연구결과에서 노인요양시설의 이용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혜

택을 받고 있는 이용자가 100%인 반면에 노인전문병원에서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를 인지한 이용자가 30%에 미치지 못했고,등급판정을 받은 이용
자들도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이 제도가 올해 7월에
실시된 만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많은 홍보를
통하여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제도 도입 초기에 역점을 두어야 할 과제라
생각된다.또한 의료지출비용과 요양비용의 이중고를 격고 있는 노인전문병
원에 입원한 이용자들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6조1)에 따라 조속히 그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용자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비교적 높았으나,노인요양시설의 ‘환자존중

요인의 만족도’가 노인전문병원에 비하여 낮을 뿐 만 아니라 노인요양시설
의 전체 만족도와의 차이도 큰 것을 감안하여 볼 때 노인요양시설의 환자존
중요인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이를 위해 이용
자의 이환된 질병이나 의식이 있고 없음에 상관없이 몸이 노출되는 상황에
는 이용자의 인격존중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자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고정식 커튼이나,이동식 가리개와 같은 시설적 장치의 보완이 반드시 필요
할 것이다.
시설이용을 결정할 당시는 ‘집에서 가깝거나 교통이 편리해서’와 ‘주위의

추천으로’등의 이유가 시설 선택에 영향을 주었으나,시설이용 중의 만족도
에는 ‘가족방문의 횟수’,‘이용하는 시설의 종류’,‘질환의 종류’그리고 ‘입소

1) ‘요양병원 간병비를 공단은 수급자가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 제5항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
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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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계셨던 시설’등이 많은 영향을 주었다.노인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
키기 위해서는 낮선 곳에서 장기간의 치료와 요양을 요하는 이용자들에게
가족과 시설 직원의 관심과 배려가 요구되고,노인 환자가 앓고 있는 질병
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또한 노인의료시설 종류에 따라
만족도의 차이가 있으므로 서비스 질 평가를 위한 지속적인 만족도 조사연
구가 뒤따라야 하며,시설의 이용자 및 보호자가 평가 내용을 파악할 수 있
게 정보 공유 시스템의 구축하고,정책보완 및 수정 등의 정부차원의 노력
도 지속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다.
이용자의 삶의 질과 욕구에 관심을 둔 서비스 제공과 정책 실행자의 서

비스 질 평가 의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먼저 실시한 일본이나 독일을 능
가하는 제도를 이루는 빠르고 적정한 길이라 생각된다.

이 연구는 비록 노인전문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의 이용자 수의 현격한 차
이를 보였고 응답자의 구성이 보호자와 이용자 본인으로 혼재되어 있어 시
설 유형별 비교 결과와 응답자별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보건학적인 접근으로 대표적인 노인전문시설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다는데 의
의를 둘 수 있겠다.차후에는 장기간의 관찰을 통한 대규모 표본과 차별화
된 응답자를 대상으로 표본을 보완하고,새로 시행된 법에 준하여 만족도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용자들이 만족하는 의료서비
스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인격적인 삶의 질을 제고하
고 이용자들의 시각에서 비롯된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만족도 증진방안의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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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분께서 환자분께서 환자분께서 환자분께서 직접 직접 직접 직접 응답하기 응답하기 응답하기 응답하기 어려운 어려운 어려운 어려운 경우에는 경우에는 경우에는 경우에는 보호자께서 보호자께서 보호자께서 보호자께서 대신 대신 대신 대신 응답하여 응답하여 응답하여 응답하여 

            주시기 주시기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바랍니다바랍니다바랍니다....

응답자 : 본인 (   )

         보호자(  )     환자와의 관계 :

다음 다음 다음 다음 설문 설문 설문 설문 내용을 내용을 내용을 내용을 읽으신 읽으신 읽으신 읽으신 후 후 후 후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생각에 생각에 생각에 생각에 해당되는 해당되는 해당되는 해당되는 번호에 번호에 번호에 번호에 ○○○○표 표 표 표 하시거나하시거나하시거나하시거나,,,,

직접 직접 직접 직접 대답해 대답해 대답해 대답해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1. 현재 어르신께서 계신 시설은 어디이십니까?

  ➀ 노인전문병원 ➁ 노인요양시설

2. 어르신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➀ 남      ➁ 여

3. 어르신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➀ 65세 ~ 74세    ➁ 75세 ~ 84세    ➂ 85세 ~ 94세    ➃ 95세 이상

4. 어르신의 현재 배우자 관계는?

  ➀ 배우자 있음    ➁ 사별    ➂ 이혼

5. 어르신께서는 몇 명의 자녀를 두셨습니까?

  ➀ 1명    ➁ 2명 ~ 3명    ➂ 4명 ~ 5명    ➃ 5명 이상    ➄ 없음

6. 어르신 보호자 가정의 월 평균수입은 얼마입니까?

  ➀ 100만원 미만    ➁ 100만원 ~ 199만원    ➂ 200만원 ~ 299만원 

  ➃ 300만원 ~ 399만원    ➄ 400만원 ~ 499만원    ➅ 500만원 ~ 999만원

  ➆ 1,000만원 이상

7. 어르신께서 시설에 입소하시기로 결정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➀ 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➁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➂ 안락한 노후를 위해    ➃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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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본 시설의 입소를 결정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➀ 본인    ➁ 배우자    ➂ 자녀    ➃ 기타

9. 입소를 결정하신 분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➀ 무학    ➁ 국졸    ➂ 중졸    ➃ 고졸    ➄ 대졸 이상

10. 본 시설을 결정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➀ 집에서 가깝거나 교통이 편리해서

  ➁ 주변사람들 또는 시설이용자의 추천으로

  ➂ 최신식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서

  ➃ 가족 또는 아는 사람이 이 시설에 근무하거나 관련이 있어서

  ➄ 진료비가 적정해서

  ➅ 직원들이 친절해서

11. 어르신께서 본 시설에 계신 기간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➀ 3개월 미만    ➁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➂ 6개월 이상 ~ 1년 이하

  ➃ 1년 이상

12. 어르신께서 입소 전 계셨던 곳은 어디십니까?

  ➀ 집    ➁ 병원    ➂ 노인전문병원/요양병원    ➃ 노인요양시설    

  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3. 어르신께서 현재 가지고 계신 질환이 있다면  번호에 ○표 해주세요.

  ➀ 치매    ➁ 중풍/뇌졸증    ➂ 관절염    ➃ 고,저혈압    ➄ 당뇨    

  ➅ 골다공증    ➆ 요통    ➇ 사고/수술 후유증    ➈ 암    ➉ 기타

14. 어르신의 댁에서 본 시설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➀ 30분 미만    ➁ 30분 ~ 1시간 미만    ➂ 1시간 ~ 2시간 미만

  ➃ 2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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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어르신의 댁에서 본 시설까지 이용하시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➀ 버스    ➁ 지하철    ➂ 자가용    ➃ 도보    ➄ 기타

16. 어르신께서 현재 혜택을 받으시는 건강보험은 어떤 것 인가요?

  ➀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    ➁ 지역건강보험세대주    ➂ 지역건강보험세대원

  ➃ 의료급여

17. 어르신께서 국민건강보험 외에 가입하신 사보험이 몇 종류 있으십니까?

  ➀ 1개    ➁ 2개    ➂ 3개 이상    ➃ 없다

18. 어르신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몇 등급이십니까?

  ➀ 1등급    ➁ 2등급    ➂ 3등급    ➃ 등급판정 안 받았음

19. 어르신께서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고 계십니까?

  ➀ 예             ➁ 아니오

20. 현재 어르신께서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간병인이 있습니까?

  ➀ 예             ➁ 아니오

21. 어르신 가족 분들의 평균 방문횟수는?

  ➀ 매일    ➁ 주 1회 이상    ➂ 월 1회 이상   ➃연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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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께서 시설을 이용하시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에 관하여 해당란에 ○표 

또는 의견을 써 주십시오.(만족도)

♣ 수고하셨습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시설의 직원은 계약서 작성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해 주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 시설의 직원은 친절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3. 시설의 직원(의사, 간호사, 요양사, 간병인 등)의   

   전문성을 신뢰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4. 시설의 실내 환풍 및 공기 정화가 적정하다고   

   생각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5. 시설의 냉난방 온도는 적당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6. 시설의 화장실, 공동욕실, 편의시설의 이용이   

   편리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7. 시설의 TV, 신문, 잡지, 도서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8. 시설 내외 환경이 청결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9. 시설의 식사의 양과 종류는 마음에 드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10. 시설의 물리치료 등 재활 프로그램과 여가시간   

    프로그램이 잘 구성되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11. 시설의 직원 등이 기저귀를 갈거나 목욕도움  

    을 주면서 어르신의 몸이 노출될 때 자존심을 

    상하신 적이 자주 있습니까?(역순)

① ② ③ ④ ⑤

12. 현재 받고 계신 간병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3. 가족의 방문은 편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14. 불편함이나 요구사항을 말했을 때 잘 들어 

    주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15. 어른신께서 이용하고 계신 서비스의 비용이

    적당하였다고 생각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6. 받으신 서비스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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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e the the National National National National Long-Term Long-Term Long-Term Long-Term Care Care Care Care InsuranceInsuranceInsuranceInsurance

Okkyung Okkyung Okkyung Okkyung LeeLeeLee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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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sei Yonsei Yonsei Yonsei UniversityUniversityUniversityUniversity

                                                                                                                                    

(Directed (Directed (Directed (Directed by by by by Professor Professor Professor Professor Seunghum Seunghum Seunghum Seunghum Yu, Yu, Yu, Yu, M.D., M.D., M.D., M.D., Dr.P.H.)Dr.P.H.)Dr.P.H.)Dr.P.H.)

Many elderly people are hospitalized in geriatric hospitals or  

nursing homes because they feel it difficult to live their everyday 

life alone due to diseases or for other reas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users' satisfaction between these two  

facilities and determine the factors affecting their satisfaction.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er sampled 136 elderly users of 3 geriatric  

hospitals and 2 nursing homes near Seoul and Busan and thereby, 

conducted a structured questionnaire survey for 2 weeks from 

October 15 through 28, 2008. The questionnaire was designed to 

survey elderly users' demographic variables, background of their 

choices between hospitals and nursing homes and their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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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facilit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chi-square test for elderly users' demographic 

variables and background of their choices, the two elderly groups 

differed significantly in terms of 'rating of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and 'benefits from the insurance'. 

Second, 78.1% of the geriatric hospital users and 77.5% of the  

nursing home users answered that they were satisfied with their 

facilities in overall terms.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atisfaction by factor, it was 

found that users of the  geriatric hospitals were more satisfied than 

those of the nursing homes. As a result of the t-test for the average 

values of the two types of the facilities, it was found that the factor 

3 'physical exposure and respect of user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geriatric hospital (p=0.007). 

Fourth, as a result of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ly three 

factors of satisfaction out of five ones were significant. In terms of 

'satisfaction with facilities and environmental factors', the satisfaction 

was affected by whether a paid tender was present or not and by 

the types of the former facilities. In terms of 'satisfaction with the 

service factors', the satisfaction was affected by the palsy among the 

current diseases, and in terms of 'satisfaction with respect of users', 

the satisfaction was affected by types of the facilities available and 

frequency of their family members' vi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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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discussed above,  geriatric hospital and nursing home users 

were more satisfied with their facilities since July, 2008 when the 

na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began to be operated, 

while both groups differed significantly in terms of recognition of the 

system and benefit therefrom.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satisfaction between two groups, users of the geriatric special 

hospitals were more satisfied in terms of average overall satisfaction 

and particularly 'respect of users'. And their satisfaction was affected 

by 'frequency of family members' visits,' 'types of the facilities 

available,' 'types of diseases' and 'former facilities.' It is deemed that 

the data provided for by this study about problems of and 

satisfaction with the na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would 

be useful to future studies about assessment of the service quality of 

the geriatric medical  facilities.

This study may well have been limited because it sampled a small 

number of the elderly patients in certain regions (Seoul and Busan). 

Moreover, since the number of users between geriatric hospitals and  

nursing homes differed greatly and since respondents were mixed 

between elderly patients and their guardians,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not well be generalized as far as the comparison between 

two types of facilities and between their user groups is concerned. 

Hence,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be followed up by future 

studies which will use a long-term observation and a larger sample, 

differentiating the respon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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