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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거주노인의 거주만족도 수 과 거주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고자 하는 서술  상 계 연구이다. 

연구 자료는 경기 지역에 소재한 30병상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을 운 주체에 따

라 개인, 법인 운  시설로 구분하여 연구에 동의한 15개의 시설에서 159명에 

해 2010년 10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4주간 시행하 다. 

사용된 연구 도구는 거주노인의 인구사회학  특성 7개 문항과 건강특성 26개 

문항, 사회  지지특성 18개 문항, 시설 특성 13개 문항, 거주만족도 24문항으로 

총 88문항의 구조화된 설문지로 조사하 다. 

수집된 자료는 SAS 9.2 버  로그램을 이용하여 거주노인의 인구사회학  특

성, 건강특성, 사회  지지 특성, 시설 특성과 거주만족도 정도를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 편차,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노인요양시설 거주노인의 거주만족도는 120  만 에 88.83(±9.99), 5  만

에 3.70(±0.41)으로 나타났으며, 하 역  직원만족도 역이 3.97(±0.55)

로 가장 높고, 시설 내 사회교류 활동 역이 2.88(±0.88)로 가장 낮게 나

타났다.

2. 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른 거주만족도 차이를 검정한 결과 성별, 학력, 거

주기간에 따라 거주만족도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특성에서는 우울 정도에 따라 거주만족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 고, 일상생

활수행능력과 거주만족도가 유의한 상 계를 나타내었다. 사회  지지 

특성에서는 가족·친지 방문빈도에 따라 거주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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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지지와 가족의 지지가 거주만족도와 유의한 상 계가 있었다. 시

설 특성에서는 운 주체에 따라 거주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거주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력, 일상생활수행능력, 직원의 지지

로 나타났으며, 우울정도와 가족의 지지는 통계 으로 경계치를 나타냈다.

  결론 으로 노인요양시설 거주노인의 학력이 낮을수록, 일상생활수행능력 총

이 높을수록, 직원의 지지가 높을수록 거주만족도가 높아짐을 확인하 고, 우울감

이 거나 가족의 지지가 높을수록 거주만족도가 높을 가능성을 보 다.  

핵심어 : 노인요양시설, 거주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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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 연 구 의  필 요 성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의료기술의 발달과 경제성장의 결과로 인한 생활수  

향상으로 인해서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9년 세계 보건기구(WHO)가 발표한 ‘세계보건통계 2009’에 의하면 2007년 한국

인의 평균기 수명은 79세이다. 그 결과 2009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193천명으

로 체인구의 10.7%를 차지하여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를 

지나 2018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14.3%로 고령 사회(aged society)가 될 것이고, 

2026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20% 이상으로 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진

입할 것으로 망된다(통계청, 2009). 이러한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는 우리 사회에 많은 노인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통 으로 노인 부양은 

가족 내에서 해결하던 것이 격한 핵가족화 등의 사회 변화에 따라서 노인, 특히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을 과거와 같이 가정에서 수발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많은 노인들이 노인요양시설에 수용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문 인 간호 체계

와 인력  환경을 갖춘 노인요양시설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기 된다. 

   정부에서도 이 게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수발 문제가 시 히 해결되어

야 할 과제로 인식되어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를 도입하 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으로 각종 노인요양시설이 양 으로 증가하여 2010년 6월 재 3,311

곳에 이르 다. 그러나 이러한 양 인 증 에 비해 요양시설의 운 기 에 한 

정부의 감시 체계 부족과 일부 요양시설의 경우 요양서비스 교육을 제 로 받지 

않은 사람들이 리 목 으로 시설을 운 하다보니 시설생활자들에 한 인권 침

해, 시설운 의 폐쇄성 등의 질 인 문제 들이 두되고 있다(조선일보, 2010, 9

월28일). 이러한 문제 들이 발생하게 된  다른 이유  하나는 종 의 의료나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 서비스 이용자인 환자나 상자들의 의사나 동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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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설이나 기  운 자들이 일방 으로 결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

이었다. 그러나 최근 사회 반 으로 소비자의 권리에 한 인식이 바 면서 

의료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도 상자들을 소비자로 간주하고 서비스

의 계획, 실행, 평가의  과정에서 이용자들과 보호자들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 서비스의 책임성과 질을 높이려는 경향이 생

겼다(Doty, 2000; 연합기독뉴스, 2010, 8월24일). 이러한 흐름은 노인요양시설 장

에서도 다르지 않다. 즉 지 까지 노인들을 단순히 수용하던 공 자 입장에서 벗

어나서 수요자인 노인들 입장에서 보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어왔고, 국내에서도 최

근 들어 노인요양시설 거주자에 한 만족도 등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

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노인요양시설 거주자의 삶의 만족도와 우울수  등 주로 

심리학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노인요양시설에 한 연구에서도 주로 부양

자나 리자 에서 근하고 있어 노인요양시설에 실제 거주하며 생활하는 노

인 에서 근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Chou & Boldy, 2002; Boldy & 

Bartlett, 1998). 따라서 요양시설의 주된 이용자인 노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서비

스 만족도에 한 연구가 필요한데, 거주만족도는 시설의 서비스의 질을 수요자의 

에서 평가하는 요한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Lowe, 2003; Mattiasson, 1997). 

따라서 노인요양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생활의 부를 

시설에서 보내는 노인 거주자의 에서 거주만족도를 조사하고 거주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련요인을 규명하는 것은 노인요양시설의 질 인 향상을 해 반

드시 필요한 연구라 할 수 있다. 기존의 거주만족도 련 많은 연구에서는 련 

있는 요인들  한두 가지 사이의 계를 조사하는 것으로 연구범 를 제약시켜 

진행하 거나 단일 만족도 요소나 지표를 조사하는 것으로 연구의 범 가 한정된 

경우, 혹은 반 인 만족도 척도에만 의존하고, 시설, 직원, 거주노인 요인들이 입

주자 만족도의 요소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가에 한 포 인 연구는 거의 수

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거주만족도 수 과 거

주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노인요양시설 서비스의 질을 높

이기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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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 구 의  목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거주노인이 인지한 거주만족도 수 을 악하고, 거주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노인요양시설 거주노인의 인구사회학  특성, 건강 특성, 사회  지지, 시설 특

성을 악한다.

2) 노인요양시설 거주노인의 거주만족도 수 을 악한다.

3) 노인요양시설 거주노인의 인구사회학  특성, 건강 특성, 사회  지지, 시설 특

성이 거주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악한다.

3 . 용 어 의  정 의

3 .1 . 거 주 만 족 도

   시설생활노인의 거주만족도는 시설에서 제공되는 반 인 서비스와 시설에서

의 생활에 얼마나 주 으로 만족하는가를 의미하며(Sikorska, 2006), 본 연구에

서는 시설 거주노인 상으로 Boldy 등(2001)이 개발한 거주만족척도(Resident 

Satisfaction Questionnaire : RSQ)로 측정한 수를 의미한다.

3 .2 . 일 상 생 활  수 행 능 력

   일상생활수행능력은 매일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능적인 수행정도를 말하며

(Mahoney & Barthel, 1965), 본 연구에서는 Bathel Index를 박종환 등(1995)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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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 우 울  

   

   우울은 노년기에 가장 흔하고 표 인 정신장애로서, 스트 스 응과정에서 

불안이나 갈등과 더불어 흔히 나타나며, 감각장애나 신체장애가 있을 때 가장 일

어나기 쉬운 심리  장애이다(Feibel & Springer, 1982). 본 연구에서는 Sheikh와 

Yesayage(1986)가 개발한  Geriatric Depression Scale 을 최명애 등(2004)이 한국

어로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수를 의미한다.

3 .4 . 사 회  지 지

   사회  지지는 가족, 친구, 이웃 등에 의해 제공되는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

를 의미하며(Caroe, 1987), 본 연구에서는 가족, 친구  주요한 사람으로부터의 

사회  지지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Zimet 등(1988)이 개발한 도구로 측정한 수

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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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 헌고찰

1 . 노 인 요 양 시 설  

   노인요양시설은 치매· 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

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

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 으로 하는 시설이다(노인복지법. 제34조 1호). 노인요양시

설은 병원이나 다른 의료기 과는 달리 병의 진단과 치료의 요구가 많지 않은 만

성질환자를 상으로 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숙련된 간호를 지속 으로 제공하

는 곳으로서, 병의 증세가 안정기에 들어서거나 만성질환으로 인해서 병원치료가 

불필요하게 된 고령 입원환자, 는 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는 와상노인들의 기능회

복이나 심신의 기능을 회복하게 하고 일상생활능력을 향상  유지시키고자 하는 

시설이다(박재간, 2002). 1961년 미국의 노인요양시설의 정의에서도 “증상이 성이 

아니므로 긴 한 병원의료를 요하지 않으나, 문  간호나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과 련된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게 의사의 지시에 따라 문  간호와 련된 진

료를 질병 상 허약한 환자에게 제공하는 목 을 지닌 시설이다.”라고 하여 노인요

양시설에서는 병원보다 한 단계 완화된 시설에서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

다( 한의학신문, 2000).  즉 노인요양시설은 가정과 병원의 간 치에 놓여있는 

시설로서 가정에서처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거주환경으로서의 측면과 의료  

간호서비스를 제공해  수 있는 병원역할이나 병원과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측

면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는 시설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권오정 외, 2004).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와 그에 따라 2008년 7월 시행된 노인장

기요양보험제도로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노인들을 한 의료기능이 강화된 노

인요양시설은 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연도별 노인요양시설의 국 인 

황을 살펴보면 2006년도에 815개소, 2007년 1,114개소, 2008년 1,332개소로 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 12월 기  서울에 84개소, 경기도 335

개소, 인천 67개소 등 수도권에 가장 많이 편재되어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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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빠르게 증가하여 2009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193천

명으로 체인구의 10.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5년 9.1%에 비해 1.6%가 증가하

다(통계청, 2009). 노인인구의 증가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

한 노인 한 증가하고 있어 이런 노인을 부양해야하는 가족에게 육체 , 정신 , 

경제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계획 이고 문 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이 필요하다. 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의 여러 사

회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과거의 통 인 효 실천 방식이 약화되고 보다 실용

이고 합리 인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효는 통 으로 가족을 심으로 한 

규범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사회의 분화와 발 은 더 이상 가족들에게 효를 과거

처럼 강조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한동우, 2000). 그리고 통 으로 노인의 부양

을 수행하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 로 가족 에 노인을 부양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 변화 속에서 노인인구의 증

가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 한 증가하고 있으나 노

인의 가정 내 부양은 차로 어려워져가고 있고 이런 노인의 부양은 가족에게 육

체 , 정신 , 경제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계획 이고 문 인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이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

기요양 여에 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 으로 2008년 

7월 1일부터 본격 으로 시행되었다(노인장기요양법 제1조). 제도의 시행으로 병

의 증세가 안정기에 들어서거나 만성질환으로 인해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고령 환자, 는 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는 와상노인들의 수요가 격하게 늘고 있

어 노인요양시설 한 계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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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거 주 만 족 도

2 .1 . 거 주 만 족 도 의  개 념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거주만족도는 시설에서 제공되는 반 인 서비스

와 시설에서의 생활을 얼마나 주 으로 만족하는가에 한 측정결과를 뜻하는 

것으로 거주만족도는 시설거주 노인의 시각으로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을 측정하는 요한 지표이며 장기요양보호서비스에 한 개인의 정  평가를 

의미한다(Sikorska, 2006). 

   유사하지만 좀 더 복잡하고 추상 인 개념으로는 삶의 질(quality of life)이 있

는데 삶의 질은 자신의 재 삶에 하여 만족하는가를 개인 자신이 인식하고 주

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여러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다

(Ferrans, 1985, 1992; 한정화, 2010). 그러나 삶의 질은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뿐

만 아니라 사회경제 인 요인 등 많은 복잡한 요인들과 련이 있는, 거주만족도 

보다는 범 한 개념이다(Tseng & Wang, 2001). 

   거주만족도에 한 연구가 최근 심이 높아진 것은 공 자 심의 서비스에

서 수요자 심의 서비스로 변화하는 큰 흐름 속에서 시설생활노인의 인권, 시설

의 질, 서비스의 만족도 등에 한 사회  심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거주만족도에 한 연구에서는 련 있는 요인들  한두 요인 

사이의 계를 조사하는 것으로 연구범 를 제약시켜 진행하 거나 단일 만족도 

요소나 지표를 조사하는 것으로 연구의 범 가 제약된 경우, 혹은 반 인 만족

도 척도에만 의존하고, 시설, 직원, 거주노인 요인들이 입주자 만족도의 요소에 어

떻게 향을 미치는가에 한 포 인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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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 선 행 연 구 에 서 나 타 난 거 주 만 족 도  련 요 인

 

    1) 인구사회학  특성

   나이와 성별 같은 인구사회학  요인과 노인시설 거주만족도에 하여서는 다

소 상반된 연구 결과들이 있어왔다. 즉 고령, 남자 그리고 낮은 교육 정도는 높은 

거주만족도와 련이 있다는 보고(Chou, 2003; Jackson, 2001; Sikorska, 1999)가 

있으나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는 연구들도 많다. 즉 Sikorska와 Simmons(2006)는 

교육 수 만이 련이 있다고 하 으며, 황인옥(2007)과 보희(2007)의 연구에서

는 성별과 연령, 교육수 에 따른 거주만족도는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 다. 입소기

간 별로는 5년 이상 장기 으로 입소한 노인이 거주만족도가 가장 높고, 2～3년 

미만으로 입소한 노인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희, 2007).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반된 결과를 바탕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 , 입소기간 등의 인구사회학

 특성이 거주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보고자 한다. 

   2) 건강 특성

   주 인 건강상태와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등의 

건강 특성도 거주 만족도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왔다. 즉 우울증이나 

인지능력 장애가 있는 경우 만족도 조사 자체에 심이 없거나 만족도 조사를 수

행할 능력이 떨어져서 만족도가 낮게 측정될 수 있다. 한편 신체 인 장애나 질병

이 있는 경우에는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추가 인 요구사항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만족도가 감소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경우 도움이 필요할 때 불평 없이 즉각 응 해주고 시간을 내어서 들어주

며 생색을 내지 않고 심리 으로 동조하면서 비록 병약하나 존엄성을 가진 노인

을 존 해  때 만족한다고 한다(Sikorska-Simmons, 2006). 그러나 건강상태와 

거주만족도와 련된 다른 연구에서는 주 인 건강상태는 거주만족도와 유의한 

련성이 없었으며( 보희, 2007), ADL 수가 높을수록 거주만족도가 높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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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황인옥(2007)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ADL 수가 높고, 우울하지 

않을수록 거주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는 등 노인의 건강과 련해서는 체로 유

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노인이 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되는 요한 요인

인 건강문제가 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는 한두 가지 지표를 조사하는 것으로 범

가 제약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주 으로 느끼는 건강상태, ADL, 우울을 변

수로 선택하여 거주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보고자 한다.

   3) 사회  지지 

   사회  지지는 가족, 친구, 이웃 등에 의해 제공된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를 

의미한다(Carole, 1987). Magilvy(1985)는 노인의 건강증진을 해서는 노인 개인

의 노력도 필요하나 가족과 사회  지지가 더 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사회  지

지가 높을수록 우울감은 낮아지고 거주  거주만족도는 높아진다고 하 다. 우리

나라 보다 먼  실버타운(Retirement community)이 활성화된 서구 선진국의 경

우, 노인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을 상으로 자녀와의 계를 살펴본 연구가 활발

히 이루어졌다. York와 Calsyn(1977)은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과 가족 간의 유

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노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과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살펴본 Wells와 Macdonald(1981)는 가족 특히 자녀와의 유 가 강할

수록 노인이 생활에 더 잘 응한다고 하 다. 아직 유교 인 가치 이 깊이 남아

있는 우리나라의 노인의 경우 서구 보다는 가족에 한 심리  의존감이 더 강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 결과 가족과의 유 감이 노인요양시설 입주자들의 거주 만족

도에 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가족  친구 등의 사회  지지가 거주만족도

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한 노인요양시설에 입주한 노인들이 부분의 시간을 같이 보내는 동료 노

인들과의 계나 직원들과의 유 감이 거주만족도에 미치는 향은 큰 것으로 알

려져 있다(Ball, 2000; Gurnik 2003). 국내 연구에서도 직원과의 계가 잘 형성되

어 있고, 직원의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반 인 거주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하

다(황인옥, 2007). 한 보희(2007)는 시설 내에 친구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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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다, 친하게 지내는 친구수가 많을수록 거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 다. 

그러므로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에게 가족  시설 내·외부의 친구와의 계  

직원의 지지 정도는 거주만족도 수 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아

직도 많은 노인요양시설에서 치매노인과 비치매 노인을 같은 공간에 수용하고 있

는 실정이다. 치매 노인은 인지능력의 장애로 인해 비치매노인과의 친 한 유 감 

형성에 제약이 있을 뿐 아니라 배회나 망상과 같은 문제행동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서 비치매노인들의 거주만족도를 떨어뜨릴 것으로 생각되나 이에 한 연구

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치매노인이 치매노인과의 동거유무가 

거주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고자 한다.

   4) 시설 특성

   노인요양시설의 수요가 많아져 기 의 설립·운 이 자유로워지고 사업성을 띄

게 되면서, 고 스럽고 입지조건이 뛰어난 시설들이 증가하고 있다(오수용, 2004). 

이러한 시설들은 필요에 의해 각종 편의시설  서비스(의료서비스, 상담 로그램, 

생활서비스, 여가 로그램 등)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에서 제공되고 

있는 여러 가지 로그램들은 기능회복 면에서 정  효과가 있다. 보희(2007)

는 서비스  로그램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체 거주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 다. 그러나 이러한 로그램의 재가 시설 거주 노인의 신체  기능, 인

지 기능, 우울의 악화를 방하거나 지연, 호 시키며 정서 , 사회  지지 측면에

서 효과가 있다고 검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소희 , 2006), 실제 노인요양시설

에서는 여가활동이라는 단순한 로그램의 기능으로만 제공되고 있는 경우가 

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설운 주체와 로그램의 종류  참여정도와 

거주만족도간의 계를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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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 구 방법

1 . 연 구  설 계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거주노인의 거주만족도 수 과 거주만족도에 향  

 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고자 하는 서술  상 계 연구이다.

2 . 연 구  상   자 료 수 집  방법

   본 연구는 경기 지역에 소재한 30병상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상으로 하 다. 상자 선정기 으로는 한국형 간이 정신상태검

사(K-MMSE) 수가 24  이상으로 인지기능이 정상인 노인 에서 본 연구에 

동의한 노인이다. 노인요양시설을 운 주체에 따라 개인, 법인 운  시설로 구분하

여 각각의 운 주체별로 각10개씩의 노인요양시설장에게 화로 연구 조를 의뢰

하여 조에 동의한 15개의 시설에서 시행하 다. 상자 수는 표본 크기(sample 

size)를 구하는 로그램인 G-power 3.1 로그램을 이용하여 다 회귀(multiple 

regression)로 분석할 때 효과 크기(effect size)를 0.15(median), α=0.05, 검증력

(power)을 0.8, 측 변수의 수(predictor number) 15로 하여 산정한 결과 139명이 

나왔고, 락률 10%를 고려하여 계산했을 때 153명을 목표로 하 으며, 실제 조사

를 실시한 상은 159명이 다.

   조사기간은 2010년 10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4주간이며, 조사원은 재 노

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자  면 원 1명으로 총 2명이며, 조사에 앞

서 면 원에게 연구의 목 과 차, 조사 시의 주의사항을 교육하 다. 노인들이 

자신의 의견을 솔직히 표 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 독립 인 공간에서 일 일 

면 을 진행하 다. 상자의 윤리  권리  존엄성 보장을 해 사 에 연구윤리

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 차를 거친 후 시행하 다(부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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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 구 도 구   

3 .1 . 인 구 사 회 학  특 성

   연구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은 나이, 성별, 학력, 배우자 유무, 종교, 거주

기간, 입주결정 시 본인의사 반  유무의 7개 문항으로 구성하 다.

3 .2 . 건 강  특 성  

   연구 상자의 건강 특성은 주  건강상태 1개 문항, 일상생활수행능력 10개 

문항, 우울 15개 문항 등 총 2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일상생활수행능력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은 개인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기본 인 

동작으로 Barthel Index(Mahoney & Barthel, 1965)를 박종환 등(1995)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식사, 목욕, 세면, 변, 소변, 옷차림, 화장실 사용, 

이부자리, 걷기, 계단 오르기 등 총 10문항이며, 항목 당 혼자서 수행 가능하면 10

, 간 5 , 그 외는 0 으로 처리한다. 단 이동과 보행은 15 , 목욕과 개인 생

은 5 으로 총 100  만 이며, 수가 높을수록 기능상태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박종환 등(1995)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5 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86이었다.

   2) 우울

   우울은 15문항 2  척도로 구성된 Geriatric Depression Scale-short form 

(GDS, Yesavage 1983)로 측정하 다. 이분척도(1= , 0=아니오)로 응답하며 0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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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5 까지 득 가능하며 5-9 은 경증, 10-15는 등도의 우울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당시 Cronbach's α=.94이 고, 한국어 의 

Cronbach's α=.94이 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79 다.    

3 .3  사 회  지 지  

   연구 상자의 사회  지지 특성은 사회  지지 12문항, 가족·친지  외부친구

의 방문 빈도와 연락빈도 4문항, 시설 내 친구 유무 2개 문항 등 총 18개 문항으

로 구성되었다.

   1) 사회  지지 도구

   Zimet등(1988)이 개발한 가족, 친구  주요한 사람으로부터의 사회  지지정

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된 측정도구를 사용하 다. 12항목 7  척도로 구성되

어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지지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개

발당시 Cronbach's α=.91이 고, 홍미기(200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93이 다. 

본 연구에서는 직원의 지지정도 Cronbach's α=.87, 가족의 지지정도 Cronbach's α

=.92, 친구의 지지정도 Cronbach's α=.95 다.

3 .4 . 시 설  특 성   

   연구 상자의 시설 특성으로는 입주실 동거인 수 1개 문항, 치매 동거인 유무 

1개 문항과 시설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로그램의 주당 참여 횟수를 측정하

다. 로그램 종류는 정서지원 서비스(문화, 종교, 외출활동, 기행사), 기능회복 

로그램(신체활동, 음악치료, 미술치료, 원 활동), 의료서비스(병원 진료, 물리치

료, 작업치료)로 분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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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 . 거 주 만 족 도

   시설 거주노인 상으로 Boldy 등(2001)이 개발한 거주만족척도 (Resident 

Satisfaction Questionnaire: RSQ)를 사용하 다. 총 2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6개의 거주만족도 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  요인은 생활실, 시설설비, 

사회교류활동, 식사, 직원, 시설정보제공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  척도로 측

정된다. 24 에서 120 까지 득 가능하며, 수가 높을수록 거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당시 Cronbach's α=.90이 으며, 황인옥(2006)의 연구

에서 Cronbach's α=.95 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80이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거주노인의 거주만족도 수 을 평가하고,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한 상 계연구로서 수집된 자료는 SAS 9.2 버  

로그램을 활용하여 통계처리를 하 다. 인구사회학  특성, 건강 특성, 사회  

지지, 시설특성, 거주만족도 하 요인들에 한 수 정도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 편차를 구하 다. 한 인구사회학  특성, 건강 특성, 사회  지지, 시설 특성

별 거주만족도의 차이를 보기 해 t-test/ANOVA 검정을 실시하 고, 거주만족

도와 련변수와의 상 계는 Pearson 상 분석을 하 다. 마지막으로 각 독립변

수 요인들이 거주만족도에 미치는 향정도는 다 회귀분석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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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과

1 . 연 구 상 자 의  특 성

 

1 )  인 구 사 회 학  특 성  

   연구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에 한 분석결과는 표 1과 같다. 

   나이는 평균 82.16(±6.96)세 고, 80∼89세가 90명(56.6%)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은 여자가 122명(76.7%)으로 남자보다 많았다. 학력 분포는 다양하 으나 

등학교 졸업 는 퇴가 49명(30.82%)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학 40명(25.16%), 

고졸 36명(22.64%), 학졸업이상 14명(8.81%) 순이었다. 배우자는 없는 경우가 

126명(79.25%)이었고, 종교는 기독교가 58명(36.48%)으로 가장 많았고, 불교 38

명(23.9%), 무교 37명(23.27%), 천주교 (15.09%)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은 3

년에서 5년 미만이 36명(22.64%)으로 가장 많았고, 6개월 미만과 1년에서 2년 미

만이 각각 31명(19.5%), 2년에서 3년 미만이 26명(16.35%), 6개월에서 1년 미만

이 25명(15.72%)이었으며,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도 46명(28.93%)으로 나타났다. 

요양시설 입주 결정 시 140명(88.1%)에서 본인 의사가 반 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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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상의 인구사회학  특성                                  

 n=159

항목 구분 빈도 백분율(%)

나이 60-69세 7 4.40

70-79세 40 25.16

80-89세 90 56.60

90세 이상 22 13.84

성별 남 37 23.27

여 122 76.73

학력 무학 40 25.16

등학교 퇴, 졸 49 30.82

졸 20 12.58

고졸 36 22.64

학졸업이상 14 8.81

배우자 있음 33 20.75

없음 126 79.25

종교 기독교 58 36.48

불교 38 23.90

천주교 24 15.09

없음 37 23.27

기타 2 1.26

거주기간 6개월 이하 31 19.50

6개월～1년 미만 25 15.72

1년～2년 미만 31 19.50

2년～3년 미만 26 16.35

3년 이상 46 28.93

입주결정 본인의사 반 19 11.95

본인의사 미반 140 8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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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건 강  특 성

   연구 상자의 건강 특성에 한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주 으로 느끼는 

건강상태는 77명(48.43%)이 ‘건강하지 못함’으로 응답하 고, ‘매우 건강하지 못함’

도 20명(12.58%)으로 나타나 과반수의 노인들은 주 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느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수행능력 총 의 평균은 68.5(±20.73) 이었다. 식사는 스스로 가능한 

경우가 145명(91.19%)으로 가장 많았고, 목욕은 할 수 없는 경우가 141명(88.68%)

으로 높게 타나났다. 개인 생은 스스로 가능한 경우가 135명(84.91%), 할 수 없음

은 24명(15.09%)으로 나타났다. 옷입기는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78명(49.06%)으로 

가장 높았고, 스스로 가능한 경우는 71명(44.65%)으로 나타났다. 변 가리기는 정

상인 경우가 117명(73.58%)으로 가장 많았고, 소변 가리기는 정상인 경우가 122명

(76.73%)으로 나타났다. 화장실 사용은 도움이 필요 없는 경우가 78명(49.06%), 도

움 필요한 경우가 81명(50.94%)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침  밖 이동은 할 수 없

는 경우가 60명(37.74%)으로 가장 많았고, 도움이 필요 없는 경우는 50명(31.45%)

으로 나타났다. 보행은 스스로 는 지팡이 등의 보조기를 사용하여 가능한 경우

가 80명(50.3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계단 오르기는 할 수 없는 경우가 107

명(67.3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우울 정도는 평균 8.26(±3.67) 으로 나타났다. 5∼9 의 경증 우울이 70명

(44.0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15 의 증 우울도 61명(38.36%)로 높았

고, 정상은 28명(17.61%)에 불과하여 80%이상의 노인이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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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건강 특성

n=159

항목 구분 빈도 백분율(%)

주  

건강상태

매우건강하지 못함 20 12.58

건강하지 못함 77 48.43

보통 34 21.38

건강함 25 15.72

매우 건강함 3 1.89

일상생활

수행능력

식사 할 수 없음 2 1.26

도움이 필요함 12 7.55

스스로 가능 145 91.19

목욕 할 수 없음 141 88.68

스스로 가능 18 11.32

개인 생 할 수 없음 24 15.09

스스로 가능 135 84.91

 

옷입기 할 수 없음 10 6.29

도움이 필요함 78 49.06

스스로 가능 71 44.65

 

변가리기 할 수 없음 4 2.52

변실  있음 38 23.90

정상 117 73.58

 

소변가리기 할 수 없음 6 3.77

뇨실  있음 31 19.50

정상 122 76.73

 
화장실 사용 도움이 필요함 81 50.94

도움이 필요 없음 78 49.06

 

침  밖 이동 앉을 수 있으나  도움 필요함 5 3.14

도움이 약간 필요함 44 27.67

도움이 필요 없음 50 31.45

할 수 없음 60 37.74

 

 

보행 할 수 없음 3 1.89

휠체어 타고 이동 64 40.25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함 12 7.55

스스로 는 지팡이 등의 보조기 사

용하여 가능
80 50.31

계단 할 수 없음 107 67.30

도움이 필요 35 22.01

혼자서 가능 17 10.69

우울정도 정상(0∼4 ) 28 17.61

경증 우울(5∼9 ) 70 44.03

증 우울(10∼15 ) 61 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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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문항 평균  표 편차

직원의 
지지정도

(1~7 )

 내 주변에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

  직원이 있다.

5.83 1.38

 나에게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직원이 

 있다.

5.45 1.45

 내 기분을 생각해  직원이 있다. 5.12 1.59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할 직원이 있다. 4.98 1.83

역평균 5.35 1.33
가족의 
지지정도

(1~7 )

 내 가족은 나를 진정으로 도우려 한다. 6.01 1.48

 나는 필요할 때 가족으로부터 정서  도움과 

 지원을 받는다.

5.85 1.55

 내 문제를 가족과 이야기할 수 있다. 5.77 1.39

 내 가족은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도우려 

 한다.

5.72 1.42

역평균 5.84 1.33
친구의 
지지정도

(1~7 )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할 친구가 있다. 2.14 1.79

 내 문제를 친구와 이야기할 수 있다. 2.07 1.80

 내 친구는 나를 진정으로 도우려 한다. 1.96 1.65

 일이 잘 안될 때 친구에게 의지할 수 있다. 1.89 1.65

역평균 2.02 1.61

총평균 4.40 0.95

3 )  사 회  지 지   

   사회  지지에 한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연구 상자의 사회  지지 정도

는 최  7  만 에 총평균 4.40(±0.95) 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지지가 7  만

에 평균 5.84(±1.33) 으로 가장 높았고, 직원의 지지는 7  만 에 평균 

5.35(±1,33) 이었으며, 친구의 지지는 7  만 에 평균 2.02(±1.61) 으로 가족이나 

직원에 비해 낮았다. 

표 3. 사회  지지 정도

n=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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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친구의 방문, 연락 횟수와 시설내 친구 계에 한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가족이나 친지의 방문은 주 1회 이상이 78명(49.06%)으로 주 1회 미만인 경

우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 가족과의 연락은 주 1회 미만이 88명(47.80%)이

다. 외부 친구의 방문은 148명(93.08%)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 으며, 연락빈도도 

147명(92.45%)이 없다고 응답하여 부분의 노인이 외부친구의 방문  연락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내 친구 유무는 없는 경우가 94명(59.12%)으로 과반수

의 노인이 시설 내 친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방문, 연락 횟수  친구 계

n=159

항목  구분 빈도 백분율(%)

방문빈도 가족, 친지  주 1회 미만 81 50.94

 주 1회 이상 78 49.06

외부친구  없음 148 93.08

 1년에 1회 이상 11 6.92

연락빈도 가족, 친지  주 1회 미만 88 47.80

 주 1회 이상 71 52.20

외부 친구  없음 147 92.45

 1년에 1회 이상 12 7.55

시설 내 친구 유무  있음  1명 39 24.53

 2명 12 7.55

 3명 이상 14 8.80

 없음 94 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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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빈도 백분율(%)

운 주체  개인 64 40.25

 법인 95 59.75

입주실 동거인 수  없음 19 11.95

 1명 25 15.72

 2명 15 9.43

 3명 87 54.72

 4명 3 1.89

 5명 이상 10 6.29

입주실 치매 동거인 유무  있음 92 57.86

 없음 67 42.14

4 )  시 설  특 성

   연구 상자의 시설 특성에 한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연구 상 시설은 

개인 시설이 64명(40.25%), 법인 시설이 95명(59.75%)이 다. 입주실에 동거하는 

노인의 수는 3명인 경우가 87명(54.72%)으로 가장 많았고, 5명 이상이 같은 방을 

사용하는 경우도 10명(6.29%)이 다. 특히 치매 노인과 같은 방을 사용하는 경우

도 92명(57.86%)이나 되었다. 

표 5. 운 주체  입주실 동거인  

                                     n=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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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특성  로그램 참여 정도  의료서비스 이용에 한 분석결과는 각

각 표 6  표 7과 같다. 노인 요양시설에서는 여가활동을 해 각종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신체 활동, 취미나 문화생활, 종교 생활, 원 나 외출, 기 행사 

등의 각 로그램 참여 정도는 과반수 는 그 이상에서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서비스 이용 정도는 병원 진료나 작업 치료 빈도가 과반수가 이용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 고, 물리치료는 이용하는 경우가 129명(81.13%)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 로그램 참여정도                 

                          n=159

항목 구분 빈도 백분율(%)

신체활동

(건강체조, 산책 등)

참여안함 76 47.80

참여함 83 52.20

음악활동

(노래교실, 사물놀이 등)

참여안함 74 46.54

참여함 85 53.46

미술활동

(그림그리기, 종이 기, 수  등)

참여안함 99 62.26

참여함 60 37.74

문화활동

(비디오 감상 등)

참여안함 141 88.68

참여함 18 11.32

종교활동

( 배, 법회, 성경공부 등)

참여안함 97 61.01

참여함 62 38.99

원 활동

(텃밭 가꾸기, 꽃꽂이 등)

참여안함 119 74.84

참여함 40 25.16

외출활동

(나들이, 외식 등)

참여안함 132 83.02

참여함 27 16.98

기행사

(생신잔치 등 )

참여안함 120 75.47

참여함 39 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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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빈도 백분율(%)

병원진료

( 탁의 진료 등)

이용안함 99 62.26

이용함 60 37.74

물리치료 이용안함 30 18.87

이용함 129 81.13

작업요법

(감각훈련, 소근육 훈련 등)

이용안함 128 80.50

이용함 31 19.50

표 7. 의료서비스 이용정도                     

                  n=159 



- 24 -

2 . 노 인 요 양 시 설  거 주 노 인 의  거 주 만 족 도  수

   연구 상자의 거주만족도 수 에 한 분석결과는 표 8과 같다. 연구 상자

의 체 인 거주 만족도 수 은 5  만 에 평균 3.70(±0.41) 이 으며, 총 은 

120  만 에 88.83(±9.99)  으로 나타났다. 세부 으로 살펴보면 직원 만족도가 

평균 3.97(±0.55)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실 만족도와 시설설비 만족도, 

식사 만족도, 시설 정보 제공 만족도도 모두 평균 3.80  이상으로 비교  높게 나

타났다. 하지만 시설 내 사회교류 활동 만족도 역은 2.88(±0.86) 으로 가장 낮

게 나타났으며, 특히 소일거리 내용 만족 문항은 평균 0.70(±1.01)로  만족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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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거주만족도 수                                                  

 n=159

역  구분 평균 표 편차

생활실 만족도  총만족도 3.86 0.62

 개인소지품 수납공간 3.80 0.77

 방 크기 3.79 0.82

 욕실 3.74 0.75

역평균 3.80 0.61

시설설비 만족도  구조의 편리함 3.86 0.63

 휴게실 3.84 0.62

 정원 등 시설외부 환경 3.81 0.80

 식당 3.77 0.64

역평균 3.82 0.52

시설 내 사회 교류 활동 

만족도
 동료노인과의 교류 3.16 0.97

 지역인과 교류 3.01 1.01

 소일거리유무 2.62 0.98

 소일거리 내용만족 0.70 1.01

역평균 2.88 0.86

식사 만족도  식사시간 4.05 0.45

 식사량 3.99 0.59

 음식온도 3.96 0.61

 식사메뉴의 다양함 3.62 0.84

역평균 3.91 0.44

직원 만족도  직원의 신속한 응 4.03 0.73

 노인에 한 직원 태도 4.03 0.69

 사생활 보장 3.92 0.61

 입소당시도움 3.91 0.63

역평균 3.97 0.55

시설 정보 제공 만족도  자유로운 의사표 3.85 0.68

 문제에 한 직원 심 3.84 0.72

 필요한 상세 정보제공 3.77 0.65

 운 에 한 자유제안 3.77 0.67

역평균 3.81 0.54

체 평균 3.70 0.41

총 88.83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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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상 자  인 구 사 회 학  특 성 에  따 른  거 주 만 족 도 의  차이

   연구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른 거주만족도의 차이는 표 9와 같다. 

연구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이 거주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성

별(t=-2.30, p=0.0227), 학력(F=3.04, p=0.0190), 거주 기간(F=4.03, p=0.0039)에서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은 남자보다 여자가 거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력은 졸이상인 경우보다 등학교 퇴, 졸

인 경우가 높았으며, 거주기간은 6개월∼1년 미만인경우보다 3년 이상인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배우자 유무, 종교, 입주 결정에 본인 의사 반 의 유무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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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범주 빈도 M±SD t or F p scheffe

성별 남 37 85.56±9.83 -2.30 0.0227

여 122 89.82±9.87

학력 무학(a) 40 89.20±11.23 3.04 0.0190 b>e
등학교 퇴, 
졸(b) 49 90.87±9.36

졸(c) 20 90.85±6.35

고졸(d) 36 87.47±9.13

졸이상(e) 14 81.28±11.8

배우자 유무 있음 33 86.09±10.53 -1.78 0.0762

없음 126 89.55±9.76

종교 기독교 58 88.0±9.83 1.21 0.3066

천주교 24 87.91±8.60

불교 38 91.47±9.48

없음 37 87.75±11.51

거주 기간 6개월 이하(a) 31 87.41±12.19 4.03 0.0039 b<e

6개월～1년 미만(b) 25 84.52±8.71

1년～2년 미만(c) 31 87.54±7.46

2년～3년 미만(d) 26 88.34±9.28

3년 이상(e) 46 93.28±9.63

입주 결정 본인의사 반 19 85.84±11.43 1.40 0.1648

본인의사 미반 140 89.24±9.75

표 9.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른 거주만족도의 차이  

      n=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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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범주 빈도 M±SD F p scheffe
주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지 못함 20 86.05±9.06 1.17 0.3247

건강하지 못함 77 88.87±0.33

보통 34 88.29±11.05

건강함 28 91.39±7.98

우울정도 정상(a) 28 93.78±8.82 7.56 0.0007 a>c

경증(b) 70 89.71±9.31

증(c) 61 85.55±10.24

4 . 상 자  건 강  특 성 에  따 른  거 주 만 족 도 의  차이

   연구 상자의 건강 특성에 따른 거주만족도의 차이는 표 10과 같다. 연구 상

자의 건강 상태가 거주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우울 정도 (F=7.56, 

p=0.0007)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증 우울인 경

우보다 정상인 경우에 거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 인 건강 

상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건강 특성에 따른 거주만족도의 차이                     

        n=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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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범주 빈도 M±SD t p

방문빈도 가족, 친지  주 1회 미만 81 90.88±10.45 2.69 0.0079

 주 1회 이상 78 86.70±9.07

외부친구  없음 148 88.76±10.03 -0.34 0.7368

 1년에 1회 이상 11 89.81±9.82

연락빈도 가족, 친지  주 1회 미만 88 88.48±10.43 -0.49 0.6267

 주 1회 이상 71 89.26±9.47

외부 친구  없음 147 88.59±10.05 -1.05 0.2951

 1년에 1회 이상 12 91.75±9.07

시설 내 친구 유무  있다 65 87.69±10.22 -1.20 0.2312

 없다 94 89.62±9.80

5 . 상 자  사 회  지 지 에  따 른  거 주 만 족 도 의  차이

   연구 상자의 사회  지지에 따른 거주만족도의 차이는 표 11과 같다. 가족  

친지의 방문빈도(t=2.69, p=0.0079)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 친지가 주 1회 이상 방문하는 경우보다 주 1회 미만으로 방문하는 경우에서 

거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외부친구의 방문빈도  가족, 친지, 외부친

구의 연락빈도, 시설 내 친구유무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사회  지지에 따른 거주만족도의 차이                 

    n=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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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범주 빈도 M±SD t p

운 주체  개인 64 92.04±9.01 3.44 0.0008

 법인 95 86.67±10.08

치매 동거인 
유무  있음 92 90.08±8.00 1.75 0.0827

 없음 67 87.11±12.06

로그램

참여정도

 참여안함 34 88.14±9.65 -0.45 0.6516

 참여함 125 89.02±10.11

의료서비스

이용정도

 병원진료 이용안함 99 89.86±9.51 1.68 0.0945

이용함 60 87.13±10.60

 물리치료 이용안함 30 88.70±6.68 -0.11 0.9132

이용함 129 88.86±10.64

 작업요법 이용안함 128 88.35±9.40 -1.22 0.2225

이용함 31 90.80±12.13

6 . 상 자 의  시 설  특 성 에  따 른  거 주 만 족 도 의  차이

   연구 상자의 시설 특성  서비스 로그램 참여에 따른 거주만족도의 차이

는 표 12와 같다. 시설 특성이 거주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운 주체

(t=3.44, p=0.0008)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운  시설이 

법인운  시설보다 거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로그램 참여정

도나 의료서비스 이용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치매노인

과의 동거 유무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12. 시설 특성에 따른 거주만족도의 차이                      

  n=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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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일상생활

수행능력

입주실 
동거인 수 직원지지 가족지지 친구지지

거주만족도 0.11968 0.15628* 0.00095 0.55828** 0.28975** 0.03823

7 . 제 변 수 들 과의  상 계

   거주만족도와 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특성  나이, 일상생활 수행능력, 입

주실 동거인 수, 직원지지 정도, 가족지지 정도, 친구지지 정도를 상 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3과 같다. 일상생활수행능력(r=0.15628, p=.0492), 직원지지 정도

(r=055828, p<.0001), 가족지지 정도(r=0.28975, p=.00002)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상 계를 보 다. 모두 양(+)의 계로 일상생활수행능력 수가 높을수록, 직원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가족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거주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제변수들과 거주만족도의 상 계           

     n=159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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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거 주 만 족 도 에  향 을  미 치 는  요 인

  연구 상자의 거주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악하기 하여 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 으며 결과는 표 14와 같다.  

  노인요양시설 거주노인의 거주만족도 향요인의 독립변수는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인 성별, 학력, 거주기간, 우울, 일상생활수행능력, 가족·친지 방

문빈도, 직원의 지지정도, 가족의 지지정도, 시설 운 주체로 하 다. 이들 변인의 

총 설명력(R2)은 47.27%이다. 

  그 결과, 노인요양시설 거주노인의 거주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력, 일

상생활수행능력, 직원의 지지로 나타났다. 즉, 졸이상의 거주노인(β=-8.04923, 

p=0.0022)이 무학의 거주노인보다 거주만족도가 낮았으며, 일상생활수행능력 총

(β=0.09230, p=0.0043)이 높을수록 거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

원의 지지(β=3.02407, p=<.0001)가 높을수록 거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지지와 우울 정도는 p=0.06으로 경계치이긴 하지만 가족의 지지(β

=1.07481)가 높을수록 거주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 증상이 없

는 거주노인보다 우울정도가 증인 노인의 거주만족도가 낮았다(β=-3.7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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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β SE t/F P VIF

intercept 77.72381 9.82508 7.91 <.0001 0

성별 여자 0.54982 1.61786 0.34 0.7345 1.27

남자(기 집단)

학력 무학(기 집단)

등 퇴, 졸업 -0.59311 1.72670 -0.34 0.7317 1.72

학교졸업 -1.44127 2.23085 -0.65 0.5193 1.48

고등학교졸업 -0.28469 1.97688 -0.14 0.8857 1.86

졸이상 -8.04923 2.57875 -3.12 0.0022 1.45

거주기간 6개월 이하(기 집단)

6개월~1년 미만 -2.53514 2.11864 -1.20 0.2335 1.61

1년~2년 미만 -0.08852 2.05182 -0.04 0.9656 1.79

2년~3년 미만 -0.61036 2.24823 -0.27 0.7864 1.87

3년 이상 1.20128 1.95043 0.62 0.5389 2.12

일상생활수행능력 총 0.09230 0.03181 2.90 0.0043 1.17

우울정도 정상(기 집단)

경증 -1.49185 1.83881 -0.81 0.4185 2.26

증 -3.74273 1.97575 -1.89 0.0602 2.50

직원의 지지 3.02407 0.63369 4.77 <.0001 1.92

가족의지지 1.07481 0.55999 1.92 0.0569 1.49

가족방문

빈도

주1회 이하(기 집단)

주1회 이상 -2.18175 1.39802 -1.56 0.1208 1.32

운 주체 개인(기 집단)

법인 -2.04602 1.37949 -1.48 0.1402 1.24

표 14. 거주만족도 향 요인                                        

  n=159

R2=0.4727, F=7.95,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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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거주만족도를 높이고 노인요양

시설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거주만족도 수 과 거주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해 시행되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 

결과에서 보이듯이 나이, 성별, 학력 등 개인 인 특성과 주   객 인 건강

상태, 가족이나 친지, 친구, 그리고 직원의 사회 지지, 시설에서 제공하는 각종 

로그램  시설 요인이 거주만족도에 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연구를 진행

하 다. 한 재 상당수 시설에서 치매노인과 비치매노인이 같은 입주실에서 생

활하고 있으며 치매노인과 같이 거주하는 비치매노인의 거주만족도에 해서는 

선행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치매노인과의 동거유무가 거주

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해서도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노인요양시설 거주 노인의 거주만족도는 5  만 에 평균 

3.70(±0.41) 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황인옥(2007)의 연구 결과 3.69 과 비슷한 

수 이었으나 보희(2007)의 연구 결과인 3.28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하부 역 

 시설 내 사회교류 활동 만족도 역이 2.88(±0.86)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시설 내 친구 유무를 묻는 응답에서 94명(59.12%)의 노인들이 없다고 응답하

여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의 사회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요양시설 거주노인의 거주만족도 향요인은 학력, 일상생활수행능력, 직원

의 지지로 나타났으며, 가족의 지지와 우울 정도는 통계  유의성은 비록 경계치

이긴 하지만(p=0.06) 가족의 지지가 높을수록 거주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우울 증상이 없는 거주노인보다 우울정도가 증인 노인의 거주만족도가 

낮았다. 이는 황인옥(2007)의 연구에서 일상생활수행능력, 우울, 직원과의 계, 직

원으로부터의 지지, 보건의료서비스가 향을 미친다고 한 것과 비교  유사한 결

과이다. 학력은 졸이상의 거주노인이 무학의 거주노인보다 거주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낮은 수 의 교육 정도가 높은 거주만족도와 련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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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여러 연구들(Chou, 2003; Jackson. 2001; Sikorska, 1999)의 결과와 유사하며, 

학력에 따른 거주만족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 Simmons(2006), 황인옥

(2007), 보희(2007)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 다. 한 일상생활수행능력 총 이 

높을수록 거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상생활수행능력이 하된 

노인들에게 좀 더 극 인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우울 증상이 

없는 거주노인보다 우울정도가 증인 노인의 거주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보 고 

(p=0.06) 이는 우울하지 않을수록 거주만족도가 높다(Simmons, 2006;황인옥, 2007;

보희, 2007)고 보고하는 연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상자 159명 131

명(82.19%)이 경증 는 증 우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설 노인의 우울증 문

제는 시 히 리해야 할 단계임을 보여 다. 그리고 직원의 지지가 높을수록 거

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의 지지가 높을수록 거주만족도가 높아

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직원과의 계가 잘 형성되어 있고, 직원의 지지를 많

이 받을수록 반 인 거주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한 여러 연구결과들

(Sikorska, 2006; Chou, 2003; 황인옥, 2007)의 결과와 유사하다. 특히, 친구의 지지

보다 시설 내에서 노인을 돌보는 직원의 지지정도에 따라 거주만족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므로 직원의 지지를 높이는 것이 요할 것이다. 따라서 체계 이고 

지속 인 직무 교육을 통한 직원의 지지 강화가 필요하다. 한, 가족의 지지를 높

이기 해서 시설 운   로그램에 한 정보 제공  가족 참여를 통하여 가

족들과 좀 더 극 인 유 감 형성이 필요하다. 

   그 외에 비치매노인이 치매가 있는 노인과 같은 입주실에서 생활할 경우 의사

소통의 제한, 개인 생 불량, 문제행동 등으로 인해서 거주만족도가 떨어질 것으로 

가정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치매노인과의 동거 유무에 따라 거주 만족도에 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회  지지와 련하여 가족이 주 1회 이

상 방문하는 경우가 그 지 않은 경우보다 거주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희(2007)의 연구와도 유사하다. 이는 가족의 잦은 방문이 거주만족도를 

낮춘다기보다는 그 반 로 거주만족도가 낮은 상자는 그 지 않은 상자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가족이 보다 더 신경 쓰고 방문해야 할 일들이 자주 발생한 결

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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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노인요양시설 거주노인의 거주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요인

을 확인하 다. 기존의 노인요양시설 거주노인을 상으로 한 기존의 유사한 연구

가 부족하여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하기 어려웠지만 본 연구의 거주만족도 향요

인을 바탕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수 을 악하고, 나아가 노인요양시설의 수  향

상을 한 기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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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제 언

1 . 결론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거주노인의 거주만족도 수 과 거주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고자 하는 서술  상 계 연구이다. 연구의 상은 경기 

지역에 소재한 30병상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159명

이었다.

  연구도구는 일상생활수행능력 측정은 Barthel Index(Mahoney&Barthel, 1965)를 

박종환 등(1995)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 고, 우울은 Geriatric Depression 

Scale-short form(Yesavage, 1983)로 측정하 다. 사회  지지정도는 Zimet 등

(1988)이 개발한 가족, 친구  주요한 사람으로부터의 사회  지지정도 측정도구

를 사용하 다. 거주만족도는 시설 거주노인 상으로 Boldy 등(2001)이 개발한 

거주만족척도(Resident Satisfaction Questionnaire: RSQ)를 사용하 다. 

  수집된 자료는 SAS 9.2 버  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노인요양시설 거주노인의 거주만족도는 120  만 에 88.83(± 9.99), 5  만 에 

3.70(±0.41)으로 비교  높게 나타났으며, 하 역  직원만족도 역이 

3.97(±0.55)로 가장 높고, 시설 내 사회교류 활동 역이 2.88(±0.86)로 가장 낮

게 나타났다.

2. 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른 거주만족도 차이를 검정한 결과 성별(t=-2.30, 

p=.0227), 학력(F=3.04, p=.0190), 거주기간(F=4.03, p=.0039)에 따라 거주만족도

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 특성에서는 우울(F=7.56, 

p=.0007) 정도에 따라 거주만족도가 유의한 차의를 보 고, 일상생활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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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6, p=.0492)과 거주만족도가 유의한 상 계를 나타내었다. 사회  지지 

특성에서는 가족·친지 방문빈도(t=2.69, p=.0079)에 따라 거주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고, 직원의 지지(r=.56, p=<.0001)와 가족의 지지(r=.29, p=.0002)가 거

주만족도와 유의한 상 계가 있었다. 시설 특성에서는 운 주체(t=3.44, 

p=.0008)에 따라 거주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거주만족도 향요인은 학력, 일상생활수행능력, 직원의 지지로 나타났으며, 우

울정도와 가족의 지지는 통계 으로는 경계치를 보 다. 

    결론 으로 노인요양시설 거주노인의 학력이 낮을수록, 일상생활수행능력 총

이 높을수록, 직원의 지지가 높을수록 거주만족도가 높아짐을 확인하 고, 우울

감이 거나 가족의 지지가 높을수록 거주만족도가 높을 가능성을 보 다.  

  2 . 제 언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노인요양시설 거주노인의 거주만족도를 높이고, 노인요양

시설의 수 을 향상시키기 한 방안으로 다음을 제언한다.

   1) 노인요양시설 거주노인은 직원과의 계가 잘 형성되어 있고, 직원의 지지

를 많이 받을수록 반 인 거주만족도가 높아지므로 체계 이고 지속 인 

직무 교육을 통한 직원의 지지 강화가 필요하다. 

   2) 가족의 지지를 높이기 해서 시설 운   로그램에 한 정보 제공과  

가족 참여를 통하여 가족들과 좀 더 극 인 유 감 형성이 필요하다. 

   3)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하된 노인들에게 좀 더 극 인 도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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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연구를 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의 30병상 이상 노인요양시설의 거주노인 만을 상

으로 하 으므로 좀 더 다양한 노인요양시설 거주 노인을 상으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가족의 지지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을수록 거주만족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통계 으로 경계치 다(p=0.06). 따라서 이에 해서

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더불어 노인요양시설의 환경이 지속 으로 변

화하고 있으므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4) 노인요양시설에서 거주하는 노인들의 거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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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 윤리 심의 원회 심의 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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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 설문지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는 연세 학교 간호 학원에서 노인간호를 공하고 있

는 석사과정 학생입니다.

본 설문지는 노인요양시설 거주노인의 거주만족도를 연구

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어른신들께서 주신 의견은 무기명으로 통계처리가 되며 

순수한 연구목 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개인 인 내용은 

비 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평소에 느끼신 로 솔직하게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세 학교 간호 학원 노인간호과정

지도교수 : 조 은 희

연 구 자 : 장 주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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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 반 인  사 항 에  해  여 쭈어  보 겠 습 니 다 . 

다음은 어르신에 한 일반 인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연세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만       세(        년생)

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    2) 여

3.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무학  2) 등학교 퇴, 졸업  3) 학교 졸업  4) 고등학교 졸업

5) 학 졸업 이상

4. 귀하의 결혼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1) 기혼(유배우자)  2) 사별  3) 이혼   4) 별거  5)미혼

5.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1) 기독교  2) 천주교  3) 불교  4) 없음  5) 기타  

6. 이곳에 사신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1) 6개월 미만    2) 6개월~1년 미만  3) 1년~2년 미만 

4) 2년~3년 미만  5) 3~5년 미만      6) 5년 이상 

7. 귀하의 입주는 가 결정하 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1) 본인  2) 배우자  3) 자녀  4) 며느리  5) 형제  6) 친척  7) 기타

8. 귀하의 입주실 동거인 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1) 없음  2) 1명  3) 2명  4) 3명  5) 4명 6) 5명이상

9. 귀하의 입주실 동거인  치매를 가지신 분은 몇 분 입니까? (     ) 명



- 47 -

항  목   수

1. 식사

스스로 10

도움 필요함 5

할 수 없음 0

2. 목욕
스스로 5

할 수 없음 0

3. 세수, 머리빗 

사용, 양치질, 면도

할 수 있음 5

할 수 없음 0

4. 옷 입기

스스로 10

도움 필요함 5

할 수 없음 0

5. 배변조

정상 10

변실  있음 5

할 수 없음 0

6. 배뇨조

정상 10

뇨실  있음 5

할 수 없음 0

7. 화장실 사용
도움 필요 없음 10

도움 필요함 5

8. 침 , 

의자에서의 이동

도움 필요 없음 15

도움이 약간 필요함 10

앉을 수 있으나  도움이 필요함 5

할 수 없음 0

9.이동거리

(50cm)

스스로 는 지팡이 등의 보조기 사용하여 가능 15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함 10

휠체어 타고 이동 5

할 수 없음 0

10.계단 오르기

혼자서 10

도움 필요함 5

할 수 없음 0

  수

Ⅱ. 건 강 에  해  여 쭈어  보 겠 습 니 다 .

1. 재 어르신께서는 본인이 어느 정도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건강하지 못함  2) 건강하지 못함  3) 보통임  

4) 건강함   5) 매우 건강함 

2. 다음은 어르신의 기본  일상생활수행능력에 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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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반응

아니오

1. 자신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2. 지 까지 해온 일이나 흥미가 있었던 일을 그만두었습니까?

3. 자신의 삶이 허무하다고 느끼십니까?

4. 지루하다고 느끼는 일이 자주 있습니까?

5. 보통 기분이 좋은 편입니까?

6. 자신에게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있

습니까?

7. 항상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8. 자신이 무력하다고 자주 느끼십니까?

9. 외출하여 새로운 일을 하는 것보다 집안에 있는 것을 더 좋아

하십니까?

10. 다른 사람보다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느끼십니까?

11. 지  살고 있는 것이 멋지다고 생각하십니까?

12. 자신의 재 상태는  무가치하다고 느끼십니까?

13. 당신은 활력이 넘친다고 느끼십니까?

14. 지  당신의 상황은 희망이 없는 것으로 느끼십니까?

15. 다른 사람들은 당신보다 더 여유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

각하십니까?

3. 감정에 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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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그 지않다<-->매우그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내 주변에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 

   직원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할 직원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내 가족은 나를 진정으로 도우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필요할 때 가족으로부터 정서  

  도움과 지원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에게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직원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내 친구는 나를 진정으로 도우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일이 잘 안될 때 친구에게 의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내 문제를 가족과 이야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할 친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내 기분을 생각해  직원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내 가족은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도우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내 문제를 친구와 이야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내용 거의없음
1년에 

1회정도

6개월에 

1회 정도

3개월에 

1회 정도

1개월에 

1회 정도

주 1회 

이상

가족,친지

외부친구

내용 거의 없음
1년에 

1회 정도

6개월에 

1회 정도

3개월에 

1회 정도

1개월에 

1회 정도

주 1회 

이상

가족,친지

외부친구

Ⅲ. 계 에  해  여 쭈어  보 겠 습 니 다 .

1.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어르신을 방문하는 가족, 친지, 친구들의 방문 빈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3. 어르신에게 화하시는 가족, 친지, 친구들의 연락 빈도를 표시에 주십시오.

4.  어르신은 시설 내에 친하게 지내시는 친구가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5.  시설 내에 친구로 지내시는 어르신은 몇 분 정도입니까?(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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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참여정도(주         회)

신체활동(건강체조, 산책 등)

음악활동(노래교실, 사물놀이 등)

미술활동(그림그리기, 종이 기, 수  등)

문화활동(비디오 감상 등)

종교활동( 배, 법회, 성경공부 등)

원 활동(텃밭 가꾸기, 꽃꽂이 등)

작업요법(감각훈련, 소 근육 훈련 등)

외출활동(나들이, 외식 등)

기행사(생신잔치 등 )

병원진료( 탁의 진료 등)

물리치료

Ⅳ. 로 그 램   서비 스 에  해  여 쭈어  보 겠 습 니 다 .

1. 참여정도에 해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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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만 족

하 지

않음

만 족

하 지

않 는

편임

보 통

임

만 족

하 는

편임

매 우

만 족

함

1. 사용하는 생활실의 크기에는 만족하십니까?

2. 개인소지품을 넣을 수 있는 수납공간에 만족하십니까?

3. 사용하는 욕실에는 만족하십니까?

4. 사용하시는 생활실에 해 종합 으로 평가한다면 

  만족하십니까?

5. 시설구조가 생활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6. 휴게실은 만족하십니까?

7. 식당은 만족하십니까?

8. 정원 등 시설 외부 환경에는 만족하십니까?

9. 시설에서 할 수 있는 소일거리가 많아 만족하십니까?

10. 시설에서 할 수 있는 소일거리에 만족하십니까?

11. 시설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에 해 만족하십니까?

12.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과의 교류에 해 만족하

십니까?

13. 식사 메뉴의 다양함에는 만족하십니까?

14. 식사량에는 만족하십니까?

15. 음식의 온도에는 만족하십니까?

16. 식사시간에 해서는 식사를 여유롭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만족하십니까?

17. 입주할 당시 직원들로부터 받은 도움에 해 어르

신께서 평가를 한다면 만족하십니까?

18. 어르신을 하는 직원들의 태도에 만족하십니까?

19. 직원들은 어르신의 사생활을 보장해주고 있습니까?

20. 어르신께서 어려움이 생겨 직원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신속하게 응 해 니까?

21. 시설에서는 어르신께 시설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까?

22. 시설에서는 시설 운 면에 있어 어르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해 니까?

23. 직원들이 어르신께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의사표 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니까?

24. 어르신의 문제 이나 애로 사항이 있는지 직원들이 

수시로 심을 가져 니까?

Ⅴ. 거 주 만 족 도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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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s t r a c t >

F a c t o r s  A s s o c i a t e d  w i t h  R e s i d e n t s '

S a t i s f a c t i o n  i n  N u r s i n g  h o m e s

                                 Jang, joo eun  

                            Department of Gerontological care

                            Graduated School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This is a descriptive correlation study to identify the level and factors 

associated with residents' satisfaction in nursing homes. The data included 159 

residents from 15 nursing homes in Gyeonggi-do for 4 weeks from Oct. 2010. 

Those nursing homes have more than 30 beds and agreed to the study. Nine 

of them are private one and 6 of them are corporations. A questionnaire 

included total 88 questions: demographic data (7 questions), health status scale 

(26 questions), a social support scale (18 questions), facility scale (13 

questions) and residential satisfaction scale (24 questions). 

   By using SAS 9.2 version program, the result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mean score of residents' satisfaction was 3.70(±0.41). In subgroup, 

satisfaction score to facility members was the highest 3.97(±0.55) and the 

lowest to social support 2.88(±0.88). 

   2. Sex, education levels, length of residence in the nursing home, degree of 

depressive mood, activities of daily living(ADL), frequency of family 

visit, social support from facility members, and ownership of the nursing 

home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degree of residents'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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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Determinants of residents' satisfaction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the education level, ADL, social support from facility members.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from family could influence residents' 

satisfaction with borderline significance.

    In conclusion, encouragement of support from facility members and 

families, more assistance to physically impaired residents, and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depressive mood could increase the residents' satisfaction in 

nursing homes.

Keywords : Nursing homes, Residents'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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