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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 측정지표 개발 

  장기요양시설에서의 노인의 서비스 경험의 측정은 노인의 저하된 인지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점을 중요시하고, 서비스 경험측정 결과를 질 향상의 출발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시설 노인

의 서비스 경험 측정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로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의 구성요인을 규명하고, 예비문항을 작성하는 개발 단계와 도구의 타당

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는 검증단계로 진행되었다.      

  개발단계에서는 문헌고찰과 장기요양시설 노인 14명에게 개념도 방법을 적용하여 

구성요인을 규명하였다. 이 단계를 통하여 개념도 방법을 통해 도출된 돌봄 및 처치

의 안전성, 책임감 있고 지지적인 직원, 편안한 생활환경, 정신적 안녕, 존중과 의사소

통, 참여와 선호반영 6가지 범주와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인 질 보장 케어 개념 틀

(QFRC)의 9가지 영역을 통합하여 돌봄(처치)의 안전성 및 전문성, 신체적 안녕감, 

책임감 있고 지지적인 직원, 편안한 생활환경, 정신적 안녕감, 의사소통과 정보, 참여 

및 선호 반영 등 본 연구의 7가지 구성요인을 도출하였다. 

  선행연구, 기존도구와 개념도 방법을 통해 작성된 64개의 예비문항에 대하여 간호

학 교수 3명, 7년 이상 장기요양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 2명, 장기요양시설 시설장 

또는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간호사 2명, 노인 보건 전공 보건학 교수 2명, 장기요양 

관련 보건학 박사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에게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아서 47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장기요양시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인지 면접과 사전

조사 및 국문학자의 검토를 통하여 최종 45문항의 예비지표를 확정하였다. 

  예비지표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서울, 경기 및 충남 소재 시설 8곳

에 거주하는 2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항 분석을 통해 정

규성 및 문항 간 상관관계 및 신뢰도를 해치는 문항을 검토하여 28 개의 문항을 추



- viii -

출하였다. 두 차례의 요인분석을 통해 총 14개 문항, 3개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총  

설명력은 51.89%이었다. 최대우도법과 직접 오블리민 회전 방법으로 3요인에 대한   

모형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카이제곱 값 48.558, 자유도 52, 유의수준 .610(p>.05), 

RMSEA=0으로 적합한 모델임이 검증되었다.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결정

된 돌봄(처치)의 안전성과 전문성, 신체적 안녕감, 책임감 있고 지지적인 직원, 편안

한 생활환경, 정신적 안녕감, 의사소통과 정보, 참여와 선호반영 등의 7가지 요인을 

요인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3개 요인으로 통합, 재구성하였으며, 각 요인에 속한 문항

을 검토한 결과 최종 지표는 돌봄(처치)의 안전성 및 전문성, 책임감 있고 지지적인 

직원, 참여 및 선호반영으로 명명하였다. 

  준거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단축형 한국어판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만족도 척도 

(CSI-SF)도구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장기요양시설 노인

의 서비스 경험 측정지표는 CSI-SF도구와 γ=.714(p<.001)의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3개 하부영역은 γ=.475~.633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전체 14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814였으며, 각 하부 요인별로는 돌봄(처치)의 안전

성 및 전문성 요인은 .740, 책임감 있고 지지적인 직원 요인은 .719, 참여와 선호  

반영 요인은 .709이었다. 평가자간 신뢰도 검정 결과 일치도 통계는 85~100%, 가중 

Kappa값은 .643~1.00(p<.001), ICC는 .791~1.00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3개 하위영역, 14문항으로 구성된 4점 척도의 자가보고 형태

의 우리나라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 측정지표를 개발하였다. 향후 본 지표

를 활용하여 노인의 관점에서 서비스 경험을 측정함으로써 노인을 돌보는 간호 인력

에 대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구성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장기요양

시설 케어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  

조사 및 중재 연구에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 되는 말 : 장기요양시설, 서비스(환자) 경험, 측정도구, 신뢰도, 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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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환자의 서비스 경험’이란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

났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과 관련된 보고(reporting)와 그에 대한 환자의 주관

적인 평가(evaluation)이며, 좋은 서비스 경험이란 환자를 적극적으로 케어에 참여시

키고 최대한 선호를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Ahmed, Burt, & Roland, 2014; Dr. 

Foster, 2010; Robinson, 2010). 1990년대부터 선진국에서는 의료이용에 있어서 

환자 만족도가 아닌“환자 서비스 경험”을 측정, 의료의 질 지표로 사용하는 움직임

이 시작되었는데 그 이유는 환자 서비스 경험은 실제로 일어난 객관적 내용에 대한 

보고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Coulter, Fitzpatrick, & Cornwell, 2009). 또, 기존

의 만족도 조사나 질 평가가 구조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나 가족 등 대리인의 의사가 

많이 반영된다면 서비스 경험 측정에서는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목소리가 “절대 기준 

(gold standard)”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Kane et al., 2003). 한편 장기요양시설 

노인은 케어를 받는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경험을 성과 지표로 측정할   

때에는 케어의 질 뿐 아니라 삶의 질에 대한 내용도 함께 측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병원의 환자경험과는 차별화된다. 결과적으로 장기요양시설에서의 노인의 서비스   

경험의 측정은 시설 입소 노인의 저하된 인지능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점을 중요

시하고, 노인의 삶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인정하고, 사회적 환경을 치료적 매개체로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Edvardsson, Koch, & Nay, 2010).

또한 인지적으로 손상된 장기요양시설 노인들도 그들의 선호도 뿐 아니라 그들이   

받는 케어에 대한 만족도나 서비스 경험을 충분히 표현할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 

장기요양시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삶의 질이나 서비스 경험 측정의 타당성을 지지해 

주고 있다(Sangle et al., 2007; Gerritsen, Steverink, & Ooms, 2007; Kehy 

-ayan, Hirdes. Tyas, & Stolee, 2015; Stephens, Sackett, Govindaraj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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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2014). 이에 장기요양시설마다 환자중심의 관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환자경험 

측정 지표, 만족도조사, 삶의 질 조사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캐나

다의 경우 서비스경험 측정이 의무규정화 되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을 측정하는 지표의 개발은 미국과 캐나

다, 네덜란드 등에서 주로 이루어져왔다. 이들 지표들은 선행연구 및 기존 도구의   

고찰, 전문가집단과의 전화 인터뷰, 노인과 가족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을   

통해 주요 구성 요인 및 예비 문항들을 만들고 노인을 대상으로 인지검사 및 사전  

조사를 통해 문항과 척도를 결정한 후 광범위한 파일럿 스터디를 통해 타당도와 신뢰

도를 검증하고 있다. 특히 장기요양시설 경험측정지표의 경우 인지기능이 저하된   

노인의 경우 응답이 어렵기 때문에 노인용 지표가 개발된 이후에는 가족용 지표도  

함께 개발되는 경우가 많으며, 네덜란드의 경우 장기요양시설 노인용 지표, 치매 등을 

지닌 정신병동 노인을 위한 가족용 지표, 홈 케어를 이용하는 노인을 위한 지표 등 

다양한 지표가 개발되어 있고, 서비스 경험 측정 방법도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경우 

면대면 인터뷰, 정신병동 노인 가족에게는 우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Sangle et al., 2007; Norton, Maris, Soberman, & Murray, 1996; Tri- 

emsrta,  Winters, Kool, & Wiegers, 2010).   

  환자 서비스 경험의 하부 영역(Domain)은 환자 서비스 경험의 정의에 의해서 그 

구성요인이 달라지는데 현재까지 합의된 하나의 정의가 없는 상태이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 및 개념들은 환자(와 가족)의 관점, 케어의 연속성, 통합적인 특성   

(질, 안전, 서비스), 환자(와 가족)의 적극적 참여, 환자 중심성 등이다(Wolf, 

Niederhauser, Marshburn, & LaVela, 2014). 그리고 각 정의에 따른 하부 영역들

은 자율성, 선택, 의사소통, 존엄성, 기본적인 생활시설의 질, 청결, 정보, 치료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  직원-환자 관계, 신뢰성, 통합성, 자부심과 열정, 환자 참여, 즉각적

인 반응성, 맞춤형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Price et al., 2014). 이렇게 환자 경험의 

정의가 각 기관별, 나라별로 다르고, 그 정의에 따라 하부 영역에도 차이가 있어 한국 

장기 요양시설 노인의 특성에 맞는 정의와 하부 구성요인을 탐색하여 한국적 장기  

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 측정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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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과 관련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노인의   

서비스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신경아, 2011; 고진경, 황인

옥, 오희영, 2009; 이가언, 2002), 장기요양시설 서비스에 대한 노인의 관점을 직접

적으로 반영하고 서비스의 성과 및 질 향상을 위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경험 측정 지표를 활용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 측정을 위해서 국외 도구를 번역해서 사용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외에서 개발한 도구를 번역하여 사용할 경우 국내의 실무현장의 특성과 

잘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 간의 문화적, 개념적 동등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문제

점이 있다(송기범, 장은동,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 측정 지표를 자가 보고식   

설문형태로 개발하되 설문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응답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보장할 수 있는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 측정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한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 측정 결과에 따라   

향후 노인을 돌보는 간호 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구성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장기요양시설의 케어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장기요양시설 노인

의 서비스 경험 조사 및 중재 연구에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 측정 지표를 개발하여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 지표 개발을 위한 구성요인을 규명한다.   

둘째,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 지표의 문항을 개발한다. 

셋째, 개발된 예비 지표와 최종지표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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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문 헌 고 찰

   A. 노인의 서비스 경험(Patient Experience)의 개념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의 개념은 독자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환자 경험

(patient experience)에서 장기요양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환자 경험을 의미 하므로 

환자 경험의 개념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960년대 이후 환자권리 운동(patients’rights movement)의 한 

요소로서 환자중심 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1970년대 초반 이후 Donabedian은 

의료의 질을 진료과정(process) 준수 여부로 평가하던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환자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2001년 미국 의학원(Institute of Medicine: IOM)이 

‘Crossing the Qualtiy Chasm’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환자 중심성’이 더욱 강조

되기 시작하였다.

  IOM은 환자 중심성을 의료제공자, 환자, 환자 가족 간 동반 관계를 구축하여 의사 

결정 과정에서 환자의 바람, 필요, 선호가 존중되고 환자가 자신의 의료에 대해 결정

하고 참여하는데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IOM, 2001). 

OECD는 보건의료의 성과 영역을 의료의 질, 접근성, 비용으로 구분하였고, 그 중  

보건의료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로 효과성, 안정성, 반응성/환자 중심성으로 구분하여 

각 요소별로 질 지표를 개발하고 있다(OEDC, 2006). 2000년 대 들어 WHO와 더불

어 미국의학원과 OECD가 환자 중심성을 의료의 질의 핵심 요소로 규정함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 환자만족도, 삶의 질 그리고 환자 서비스 경험과 같은 환자 중심의  

관점이 의료의 질 평가 및 보건의료체계 성과 평가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되기  

시작하였다(도영경 등, 2015). 

  환자 경험(Patient experience), 환자 관점(patient perspective), 환자 보고 

(patient report), 환자 인식(patient perception)과 환자 만족(patient satisfaction)은

종종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는데 이는 혼동과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환자 경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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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해서 한 마디로 정의 내리기는 어려우나 Beryl Institute 

(2014)는 최근에 환자경험이란“한 조직의 문화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일련의 진

료 과정을 통틀어 환자의 심리와 감정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상호작용”으로 정의하

였으며, 이는 전반적인 평가가 아니라 환자에게 입원기간, 외래 진료 또는 특정기간에 

특정 서비스를 경험했는지 물어보는 것이라고 하였다. 

  Wolf et al.(2014)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기존의 문헌에 존재하는 환자의  

경험에 대한 고찰을 통해 환자 경험의 주요 개념과 구성요소를 확인하고 궁극적으로 

다양한 건강 돌봄 체계를 아우를 수 있는 환자 경험의 정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환자 경험이란 환자를 적극적으로 관여시키는 것이며, 환자가 적극적

으로 참여하는 헬스 케어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나은 것이고, 그것이 환자 경험에  

대한 최상의 정의라고 하였다. 환자 경험은 환자의 돌봄에 대한 경험과 그런 경험에 

대한 환자로부터의 피드백의 두 가지로 개념화 될 수 있다(Ahmed et al., 2014). 

WHO는 환자 경험 측정을‘반응성(responsiveness)’의 측정으로 제안하였는데, 이

는 환자 경험은 환자 만족 이상의 것으로‘반응성’은‘환자 경험의 관점에서의 건강 

체계에 대한 만족도’로 간주되며, 이는 환자의 자율성, 선택, 의사소통, 기밀성, 존엄

성, 즉각적인 주의집중과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포함한다(Bleich, Ozaltin & Murray, 

2009). 

  환자 경험의 하부 영역(Domain)은 매우 다양해서 현재까지 하나의 정의로 합의되

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 구성요인은 환자 경험의 정의에 의해서 달라지는데 공통적으

로 나타나는 개념들은 상호작용의 합, 조직의 문화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 환자(와 

가족)의 관점, 케어의 연속성, 통합적인 특성(질, 안전, 서비스를 포함), 환자(와 가

족)의 적극적 참여, 환자 중심성 등이다(Wolf et al., 2014). 그리고 각 정의에 따른 

하부 영역들은 자율성, 선택, 의사소통, 확실성, 존엄성, 기본적인 생활시설의 질,   

청결, 정보, 편리성과 진료시간 엄수, 의사의 전문성, 치료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   

증상의 완화 경험, 환자 중심성, 직원-환자 관계, 자가 돌봄에 대한 지원, 케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신뢰성, 통합성, 자부심과 열정, 환자 참여, 서비스에 대한 반응

성, 즉각적인 반응성, 맞춤형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Price et al., 2014).



- 6 -

  장기요양시설마다 환자중심의 관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인의 경험 측정지표, 만족

도조사, 삶의 질 조사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노인

의 경험 측정이 장기요양시설에 있어서 의무규정이 되어가고 있다. 그 이유는 노인의 

서비스 경험 조사는 시설 서비스 이용 시 일어난 일에 대해 노인이 평가하는 만족도 

조사와는 달리 시설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실제 일어난 일을 노인이 보고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서비스 평가를 통해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

여 질 향상 활동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Coulter et al., 2009). 

  한편,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을 성과 지표로 측정할 때에는 케어의 질 

뿐 아니라 삶의 질에 대한 내용도 함께 측정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장기요양  

시설은 삶의 질이 케어의 질과 혼합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장기요양시설 거주자는   

그들이 케어를 받는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입소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이나 

삶의 질 측정에 있어서 가족이나 직원 등과 같은 대리 응답자와 노인의 응답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입소시설 노인의 목소리, 특별히 삶의 질에 있어서는 

노인의 목소리가“절대 기준(gold standard)”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Kane et al, 

2003). 그런데 자가 응답에 대한 선호는 리포트 할 수 있는 능력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 삶의 질, 만족도 등에 대한 자가 보고식 

응답을 얻을 때 인지기능이 저하된 노인이 많아질 경우 그 응답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위협 받게 된다(Sangle et al., 2007). 그러나 중등도의 치매와 인지저하가 있는   

노인의 경우에도 비록 그들이 치매에 대한 인식과 통찰력이 부족 하다 할지라도 아직 

그들의 삶의 질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Gerritsen, Steverink, 

& Ooms, 2007). 또,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삶의 질 측정도구의 경우 MMSE 점수 

11점 이상의 경우(Logsdon, 2002), 그리고 캐나다에서 개발된 장기요양시설 거주자

의 자가 보고식 삶의 질 측정도구의 경우에도 CPS 점수 0~3점(MMSE점수 15점  

이상)인 경우(Kehyayan et al., 2015; Stephens et al, 2014) 노인이 인지기능이 

저하되었다 하더라도 조사 문항에 대해 충분히 응답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 또 미국의 장기요양시설 거주 노인의 경험 측정도구도 CPS점수 3점 이상인 노인

의 경우에도 1/3이상이 설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인지적으로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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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장기요양시설 거주자들도 그들의 선호도 뿐 하니라 그들이 받는 케어에 대한 만족

도나 경험을 충분히 표현할 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결과로 나타나고 있다(Sangle et 

al., 2007).

  Risser(1975)는 환자 만족을 환자들이 이상적으로 기대하는 의료서비스와 실제  

경험한 의료서비스의 일치 정도로 정의하였고, Linder-Pelz(1982)는 의료서비스의 

특수한 측면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라고 하였다(Risser, 1975; Linder-Pelz, 

1982,). 노인인구의 증가와 이에 따른 장기요양시설의 증가는 노인 돌봄 서비스 비용

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돌봄의 성과와 질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게 되었다. 이는“소비자의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주자 권리 운동 

등으로 이어졌으며 장기요양서비스에 있어서 만족도 조사에 대한 관심과 사용을 증가

시키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질 향상 방법들의 활용을 촉진시켰다. 환자 만족도는   

장기요양시설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도구인데 그 이유는 만족도 

조사가 서비스에 대한 노인의 관점을 가장 중요시 한다는 것과 스스로는 잘 관여하려

고 하지 않는 노인들에게 케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 

그리고 장기요양시설 서비스에 관계된 다양한 인력들의 다양한 관점을 활용하고 통합

시킬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Cohen-Mansfield, 2000). 

  장기요양시설에서의 노인의 만족도의 하부 영역(Domain)에는 자율성과 선택, 안전

과 보안, 도움과 보조, 직원/가족/친구/다른 시설 노인들과의 상호작용, 의사소통,   

음식, 활동(Activity), 의료적 서비스, 간호서비스, 영적 서비스, 케어 제공자의 대인

관계 기술, 존엄성, 사회활동의 기회/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조직/정책/행정, 공감과 

돌봄, 접근성과 이용가능성 등이 있다(Edwards, Silva, Naryaanan, 2000; Jeon, 

Fethney, Ludford, 2012). 환자 만족도 조사는 크게 환자 개인의 선호, 환자의    

기대, 개인 특성에 따른 응답 경향, 제공받은 의료서비스의 질 등 크게 네 가지 요소

를 반영하나, 주관성 문제, 보고 비뚤림(reporting bias)의 문제, 질문의 내용이 일반

적이어서 실제 질 향상 활동 시 유용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환자 경험을 더 

강조하게 되었다(Coulter et al., 2009). 

  환자 경험과 환자 만족도는 서로 혼동되어 쓰이기도 하고 만족도가 환자 경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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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소로 평가되기도 하며, 반대로 환자 경험이 환자 만족도의 한 요소로 평가되기

도 한다. 또 건강 돌봄 체계에 있어서의 환자 경험과 만족도와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

에서 두 개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p<.01)를 보였다(Bleich, et al., 2009). 

두 개념의 가장 큰 차이는 환자 경험은 환자가 서비스를 받는 기간 동안   실제 일어

난 일에 대한 보고에 초점을 두며, 환자 만족도는 환자의 기대에 대하여  실제 경험

한 서비스가 어땠는지에 대한 환자의 관점에서의 주관적인 평가에 초점을 둔다는 것

이다. 따라서 환자 만족도 조사는 환자 경험 조사에 비하여 타당도가 낮을 수 있고, 

비과학적이며, 단지 선전용 도구이며, 케어의 질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

고 있다. 특히 대상자가 기대하는 서비스가 케어의 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경우 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대상자는 만족하지 못하지만 케어의 질은 올

라갈 수 있다는 점이다(Cohen –Mansfield, 2000).

  환자 중심성과 관련된 또 다른 개념으로 삶의 질을 들 수 있는데 삶의 질은 한마디

로 설명하기 어려운 개념이며, 그것을 사용하는 문맥이나 연구자의 개념적 방향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되고 정의된다(Logsdon, Pike, Korte, & Goehring, 

2002). 좋은 서비스의 질과 좋은 신체적 정신적 성과를 달성하는 것 못지않게 장기

요양시설에서는 삶의 질이 보존되고 증진되어야 한다, 많은 연구자들이 장기요양시설

의 성과 지표로 제한적인 개념, 건강관련 삶의 질, 질병특이성 지표들을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케어 뿐 아니라 삶의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장기

요양시설은 삶의 질이 케어의 질과 혼합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너싱홈 거주자는 그들

이 케어를 받는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Kane et al., 2003).

  최근에는 의사, 정치인, 연구자들이 장기요양시설 노인에게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건강성과(health outcome)로 인식하는 경향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삶의 질

은 건강 상태, 신체적/인지적 기능, 자율성과 자기결정권, 사회적 관계와 지지 등과 

관련이 있으며, 인력, 안정성, 리더십 등과 같은 조직의 특성에 의해서도 역시 영향을 

받는다. 삶의 질의 하부 영역에는 안위(Comfort), 보안(Security), 의미 있는 활동, 

관계성, 영적 웰빙, 정신적 웰빙, 객관적 환경, 기능적 자신감, 행동적 자신감, 기쁨

(Enjoyment), 사생활 보호, 존엄성(Dignity), 자율성(Autonomy), 음식, 생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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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 반응이 빠른 직원, 직원과의 유대감, 활동 선택권, 개인적 관계, 생활환경, 전체

적인 질 평가(global quality rating) 등이 포함된다(Kehyayan et al., 2014; 

Sangle et al., 2007, Kane et al., 2003; Logsdon et al., 2002). 

  그런데 건강관련 삶의 질을 포함한 삶의 질 개념의 경우 케어의 질과 관련이 있기

는 하지만 매우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이며 주관적인 개념으로 가족력 같은 생물학적 

요소, 성별, 나이, 결혼상태, 종교와 같은 인구학적 요소, 발달요소, 질병에 대한 인지

적 평가를 반영하는 역동적인 심리적 요소 등 개인적 특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Ferrans, Zerwic, Wilbur, & Larson(2005). 따라서 장기요양시설의 질 향상을  

위한 직접적인 행동을 위한 지표로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로 직접적인 경험을 보고하기 때문에 대답하기 쉬우면서도 

그 경험에 대한 평가도 일부 포함하고 있어 특정 서비스에 대한 노인의 관점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 측정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한편 

선행 연구에 따르면 환자 경험은 성별, 인종, 경제 상태, 교육 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환자 경험에 대한 연구결과 해석 시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Ahmed et al., 2014; Kol et al, 2013).

B.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 관련 국내외 연구동향 

1. 국외 연구 동향

  국외의 대표적인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측정 지표로는 미국의 

NHCAHPS(Consumer Assessment of Healthcare Providers and Systems for 

Nursing Home), 네덜란드의 CQ index for LTC(Consumer Quality Index 

Long-term Care), 캐나다의 LSRE Long Stay Resident Experience Survey 

(LSRE) 등을 들 수 있으며 각 지표의 내용과 방법은 (표 1)(p. 18)과 같다.

  첫 번째 국외의 대표적인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 측정도구로는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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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CAHPS를 들 수 있다. 이 도구는 미국의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AHRQ)가 Center for Medicaid & Medical Services(CMS)의 의뢰를 받아 

개발한 도구로서 AHRQ가 환자 중심(patient-centered)의 의료서비스를 진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의료기관 서비스에 대한 환자들의 경험을 표준화된 자료로 수집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한 일련의 조사 및 평가도구 중 장기요양시설 거주 노인용 

도구이다. 2007년 CMS에서는 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케어의 질과 삶의 질의 내용을 통합하여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을   

의뢰했던 것이다. 도구의 개발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문헌고찰과 기존의 측정도구  

검토, 장기요양 전문가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간호 및 의료서비스, 안전, 존엄성과 

존경 등 핵심 구성요인 10개를 선정하였다. 추가적으로 노인들이 관심이 있는 구성 

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시설 노인과 가족에게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예비문항을 도출한 후 6차례의 인지 면접을 통해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경험

측정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장기요양 시설 노인용과 가족용 두 가지 버전이 있다. 

  이 도구는 크게 10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요양시설 경험/환경에 대한 

평가 (2)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케어 받기 (3)기다림 없이 케어 받기 (4)직원들의   

공손하고 존경심 있는 태도 (5)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와의 의사소통 (6)의사로부터 

필요한 케어 받기 (7)직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8)요양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9)삶의 질(안전, 종교적 요구, 사생활 보호, 자율성/선호반영, 의미 있는 활동 등) 

(10)삶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등이다. 도구의 척도는 3점~10점 Likert 척도로 인지

면접(cognitive test) 결과를 반영하여 항목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시각

적 보조도구인 눈금 척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 도구는 미국의 장기요양시설 거주 노

인의 경험측정 도구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으며 개발 당시 신뢰도는 .6~ .8이었다

(Sangel et al., 2007).

  두 번째 대표적인 도구로는 네덜란드의 Consumer Quality Index Long-term 

Care(CQ Index LTC)를 들 수 있다. 이 도구는 2006년 네덜란드의 보건복지부가 

의료서비스에 있어서의 환자의 경험을 측정하고 비교하기 위한 국가적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한 것으로 미국의 CAHPS 설문 문항과 네덜란드의 QUOTE(Qual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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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Through the patients Eyes) 도구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이 새로운 도구는 

소비자의 관점으로부터 케어의 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들의 경험과 선호에 대한   

타당하고, 신뢰도 높은 그리고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 정보를 질 향상과 외부적 책임 및 공적 보고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병원, 지역사

회 등 사이트별로 20여개 이상의 CQ- index가 개발되어 있으며 CQ Index-LTC는 

장기요양시설 노인용, 인지기능이 저하된 노인 정신병동 노인의 가족용 및 홈케어를 

이용하는 노인용 등 다양한 버전이 있으며, 장기요양시설 노인용은 일대일 대면 인터

뷰, 정신병동 노인의 가족용은 우편조사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이 도구는 환자, 기관, 전문직, 기업가, 평가자, 보험자, 정부 등의 합의에 의해   

도출된 질 보장 케어 개념 틀(Quality Framework Responsible Care: QFRC)을   

기반으로 한 10가지의 질 영역(quality domains)으로 구성되어 있다(Steering 

Committee Responsible Care, 2007). 질 보장 케어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환자

중심(Patient Oriented manner)의, 환자의 진정한 욕구와 조화되는 맞춤형의 양질의 

케어를 말한다. QFRC는 (1)Care/Life 계획 (2)의사소통 (3)신체적 웰빙 (4)케어의 

안전성 (5)주거/생활 조건 (6)참여 및 자율성 (7)정신적 웰빙 (8)생활환경의 안전성 

(9)충분하고 유능한 인력 (10)케어의 조화 등이다. 이 중 장기요양시설 거주 노인을 

위한 CO-index는 (10)케어의 조화를 제외한 9가지 질 지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이는 장기요양시설 노인용의 경우 오랫동안 집중할 수 없는 노인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터뷰용으로 제작되어 있으며 총 7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Triemstra, 

Winters, Kool et al., 2010). 도구의 척도는 전혀 아니다/때때로 그렇다/대개 그렇

다/항상 그렇다’의 4점 Likert 척도와“예/아니오”의 2점 척도로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관과 직원에 대한 전반적 평가로 0=‘가장 나쁨’~10=‘가장 좋음’중 

선택하는 2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네덜란드 장기요양시설의 국가적

인 경험측정 도구로 개발 당시 각 영역의 신뢰도는 .29~.83이었다(Triemstra, 

Winters, Kool et al., 2010). 

  세 번째 도구는 캐나다의 Long Stay Resident Experience Survey (LSRE)이다. 

이 도구는 장기요양시설 또는 병원에 장기간 거주하는 노인의 경험을 측정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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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로 1996년 캐나다에서 개발되었고, 2013년 개정되었는데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장기요양시설에서 이 도구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캐나다의 국가 연구원

(National Research Corporation Canada)에 따르면 LSRE를 통한 장기요양 시설 

노인의 경험 측정은 연속적인 대상자 중심의 헬스 케어 시스템을 강화시키고, 케어 

제공자가 성과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NRCC, 2015). 

  이 도구는 대상자의 가치, 선호도와 표현된 요구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은 환자 

중심 케어의 기초라고 말한 Picker의 환자중심 케어의 8가지 차원을 개념 틀로 하고 

있다. LSRE Survey는 의학적 케어 및 치료, 음식, 생활환경, 자율성, 존엄성, 직원, 

활동, 전체적인 케어의 질 등 8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각 차원의 세부 문항들은 

“그렇다”,“가끔 그렇다”,“아니다”의 3점 척도로 되어 있고 대상자의 응답을 돕

기 위한 Chernoff faces를 옵션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각 영역의 마

지막에 그 영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묻는 질문을 배치

하였는데 이 질문은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시각적인 옵션으로 5칸 사다리를 보여

주어 응답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그림 1>. 또 설문의 맨 마지막에 이 

시설을 다른 친구에게 추천할 것인지와 케어의 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묻는 질문

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5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 당시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389~.866으로 나타났는데 활동(.389)과 세탁(.560) 두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6

이상으로 높은 내적 일치도를 보였으며, 2013년 지표 개정 시 세탁 항목이 의학적 

케어 및 치료 항목으로 대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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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The visual aids used in administering the resident questionnaire 

originated from Norton et al.(1996)

2. 국내 연구 동향

  국내의 경우 기존 국내외 환자 중심성(환자 경험) 평가 설문지 검토, 병원의 

VOC(Voice of Customer)자료 분석, 일반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 전문가 델파이  

조사 과정 등을 거쳐 병원용 환자 중심성 평가 도구를 개발한 사례는 있으나(도영경 

등, 2015),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 측정 지표는 전무한 상태이므로 유사한 

개념인 만족도 측정 도구 중 꼭 노인을 위해서 개발된 것이 아니더라도 국내에서   

노인 관련 연구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만족도 측정도구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표 2) 

(p. 19).

  첫 번째 도구는 장기요양시설의 질 평가 등에 활용되는 도구로 거주자만족도 측정 

도구 (Resident Satisfaction Questionnaire)이다. 거주자만족도란 시설에서 제공  

되는 전반적인 서비스와 시설에서의 생활을 얼마나 주관적으로 만족하는가에 대한  

측정결과를 뜻하는 개념으로 거주노인의 시각에서 케어의 질을 측정하는 중요한 수단

이 된다(황인옥, 윤경아, & 김은경, 2007). 서비스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Ch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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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dy와 Lee(2001)가 단축형으로 개발한 구조화된 주거만족척도(RSQ: Resident 

Satisfaction Questionnaire)를 김지아(2009)가 번안한 척도이다. 

  이 도구는 방, 편의시설, 교류활동, 식사만족, 직원태도, 시설정보 공여의 6개 하위

요인으로 분류되며,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항목측정은 Likert 5단계 척도를 

사용하여‘매우 그렇다’5점,‘전혀 그렇지 않다’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서비스 

만족도가 큰 것으로 해석 하였다. 시설입소 노인의 우울성향과 서비스 만족도가 주관

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정승미, 2013)에서 Cronbach' s α 는 서비스

만족도 전체 신뢰도 계수가 .762으로 나타났다. 하위 요인 별로 살펴보면, 방 .758,  

편의시설 .854, 교류 활동 .735, 식사 .705, 직원태도 .741, 시설정보 관여 .751로 

나타났다. 

  두 번째 도구는 노인관련 프로그램 효과 평가 등에 활용되는 고객 만족도척도 

(Client Satisfaction Questionnaire, CSQ-8)이다. 이것은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의 

만족도에 대하여 매우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써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혜택이나 결과보다는, 대상자가 받은 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대상자의 전반적인 인식

을 평가할 수 있다. CSQ-8은 비영리기관에서 특정한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의 만족

도를 평가하는 도구로 사회복지기관, 노인복지기관, 정신보건 관련 기관 및 비영리   

기관의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될 수 있으며, 다양한 연령계층 및 인종집단에게도 적용

될 수 있는 도구이다. CSQ-8은 높은 타당도를 갖고 있어서 대상자의 증상의 전반적

인 개선과 연구자의 대상자 상태 개선에 대한 평가와 매우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CSQ-8은 총 8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질문들은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선정된 클라이언트의 만족도에 관련된 사항들 중에서 요인분석을 통해 선정되었다. 

CSQ-8은 클라이언트가 받은 서비스에 대하여 질, 기재감, 양, 욕구충족, 타인에게 

추천, 도움의 정도, 전반적인 만족도, 미래활용 계획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 구성 되었

다. CSQ-8은 각각 질문에1~4점으로 평가한다. 총 8~32점의 분포를 갖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서비스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CSQ-8의 신뢰도 

계수는 .83~.93으로 보고되고 있다(Attikson & Zwick, 1982, 노년학척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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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세 번째 도구는 한국어판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척도(Client Satisfaction 

Inventory-K: CSI-K)이다. 이 척도는 기존의 이용자 만족도 척도가 가지고 있었던 

제한적인 활용 대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사회복지 실천 현장 및 비영리활동 현장 

등 다양한 영역을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McMurtry & Hudson(2000)이 개발

한 척도로서 프로그램에 대한 단순한 심리적, 정서적 만족도를 넘어서서 서비스의  

실제적인 성과 여부까지 다차원적으로 이용자 만족 측정을 시도한 도구이다. 서비스 

이용자와 실무자와의 관계, 문제해결과 도움의 정도, 구전 효과(추천 여부)와 재이용 

여부 등 총 2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도와 타당도 평가를 통해 원 척도인 

25개 문항 분석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5개의 문항을 제외한 총 20개 문항으로 

최종적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를 한국어판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만족도척도(CSI-K)

로 명명하였다. 

  이 문항들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만족’과 서비스 결과

에 대한 만족’등 2개 요인으로 분류되었는데,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94와 .89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타당도 평가에서도 사회, 인구학적 변인들과 무관하게 이론적

으로 관련된 변인들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단축

형 CSI-K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918로 높게 나타났다. 이 도구의 문항들은 초등

학교 5학년 학생들의 읽기 수준에 맞추어 쉽게 표현되었으며, 현장에서 간편하게 활

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총 25개 항목들 가운데 9개 항목만으로 구성된‘단축형 

척도(CSI-SF)’도 제공되고 있다(노년학 척도집, 2010; 김용석, 이은영, 고경은 외, 

2007).

3. 기존 도구의 장단점

  국외 도구의 경우 미국의 NHCAHPS는 설문조사 안내가 상세하고 6기의 인지   

면접을 거쳐 인지저하노인에게 가장 적합한 문항을 선정했다는 장점을 지니는 반면 

지표 내에 3점~10점까지의 5가지 종류의 Likert 척도를 가지고 있어 너무 복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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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이 있다. 네덜란드의 CQ index for LTC는 장기요양 관련 너싱홈용, 노인 정신

병동 보호자용, 재가용 등 다양한 버전이 있다는 것과 환자 중심성을 강조하고 있는 

기존 도구들의 만족도, 경험, 삶의 질 등의 개념들의 다양한 영역을 망라하고 있으며, 

대상자, 전문직, 기관, 정부, 기관 평가자, 보험자 등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합의에 의해서 도출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으나 문항수가 

75문항으로 너무 많은 것은 단점이 될 수 있다. 캐나다의 LSRE은 시각적인 옵션이 

포함되어 노인이 이해하고 대답하기 쉽고, 문항들을 질 지표로 직접적으로 활용하기 

쉬운 장점이 있으나 사용하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세 지표 

모두 국외에서 개발된 지표이므로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측정을 위해서는 

국외도구를 번역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번역된 도구를 사용할 경우 국가 간의 문화적, 

개념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국내의 실무현장의 특성과 잘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송기범, 장은동, 2010).

  한편 국내 도구의 경우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 측정 지표는 전무한 상태

이므로 국내 노인에게 주로 사용되는 이용도 만족도 측정도구를 살펴보았다(표 2). 

거주자만족도 측정 도구의 경우 거주노인의 시각에서 케어의 질을 측정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장점이 있으나 하부영역이 주로 방, 편의시설 등 거주 관련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기요양시설 노인에게 중요한 건강 관련 영역이나 삶의 질 영역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고객만족도의 경우 다양한 대상에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장기요양시설 노인에게 특화된 도구로 보기 어렵고 

매번 도구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한국어판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척도의 경우 다양한 종류의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유용성과, 

엄격하고 신뢰할만한 평가방법을 통해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도구라는 장점이  

있으나 응답이 7점 척도로 인지기능이 저하된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경우 응답에 어려

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세 가지 도구 모두 만족도 측정 도구인데 환자 서비스 경험

과 만족도 두 개념의 가장 큰 차이는 환자 경험은 환자가 서비스를 받는 기간 동안 

실제 일어난 일에 대한 보고에 초점을 두며, 환자 만족도는 환자의 기대에 대하여  

실제 경험한 서비스가 어땠는지에 대한 환자의 관점에서의 주관적인 평가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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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자 만족도 조사는 환자 경험 조사에 비하여 타당도가 낮을 

수 있고, 비과학적이며, 단지 선전용 도구이며, 케어의 질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결론적으로 환자 경험이라는 개념이 최근 중요한 질 지표로 대두되고 있지만 외국

의 경우에는 급성기 병원 서비스에 대한 환자 경험 측정 지표는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으나, 장기요양시설 노인을 위한 경험 측정 지표는 많지 않은 실정이며, 국내의   

환자 경험 측정지표는 전무한 상태이다. 국외의 대표적인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서비

스 경험측정 지표인 미국의 NHCAHPS, 네덜란드의 CQ index for LTC, 캐나다의 

LSRE의 경우 세 지표 모두 국가나 주 단위로 장기요양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신력 있는 지표들이며, 장기요양시설 노인들을 직접 인터뷰 하는 자가 보고식 

설문조사 형태를 지닌다. 

  세 지표의 하부영역을 살펴보면 환경, 직원, 반응성, 의학적 케어, 자율성, 선호   

반영, 의사소통 등의 공통점이 있으며 케어의 질과 삶의 질의 영역을 고루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 경험의 정의가 각 기관별, 나라별로 다르고, 그 정의에 따라 하부 

영역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한국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특성에 맞는 정의와 하부 

구성요인을 탐색하여 장기요양시설 서비스에 대한 노인의 관점을 직접적으로 반영  

하고 서비스의 성과 및 질 향상을 위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경험 측정지표

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C. 이론적 기틀

  본 연구에서는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기틀 가운

데 Steering Committee Responsible Care(2007)의 질 보장 케어 개념틀(Quality 

Framework Responsible Care)을 이론적 기틀로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질 보장 

케어’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환자중심(Patient Oriented manner)의 환자   

맞춤형의 양질의 케어’를 의미하므로 좋은 환자의 서비스 경험의 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질 보장 케어 개념 틀(Quality Framework Responsible Car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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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중심성을 강조하고 있는 기존 도구들의 만족도, 경험, 삶의 질 등의 개념들의  

다양한 영역을 망라하고 있으며, 그 영역들이 대상자, 전문직, 기관, 정부, 기관 평가

자, 보험자 등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합의에 의해서 도출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위 개념 틀은 (1)돌봄(처치)/생애 계획(Care(treatment)/Life plan) (2)의사소통과

정보(Communication & information) (3)신체적 안녕감(Physical well-being) (4) 

케어의 안전성(Care related Safety) (5)주거/생활 조건(Domestic and living 

conditions (6)참여 및 사회적 교류(Participation & Social Handiness) (7)정신적

안녕감(Mental well-being) (8)생활환경의 안전성(Safety residence/living space) 

(9)충분하고 유능한 인력(Sufficient & capable staff) (10)케어의 조화(Coherence 

in care)의 10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그림 

2>.

(1) 돌봄(처치)/생애 계획(Care(treatment)/Life plan)

- 대상자는 케어 계획을 세우고, 평가하고 수정하는데 참여한다.

- 대상자와 기관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 계획에 대한 문서가 있다.

(2) 의사소통과 정보(Communication & information) 

- 의사소통은 개방적이고 기관은 대상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한다.

- 직원들은 케어를 제공할 때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한다. 

- 대상자는 권리와 케어 계획에 대해 분명하고 이해 가능한 정보를 받는다.

(3) 신체적 안녕감(Physical well-being)

- 시설은 개인위생, 화장실 사용, 기저귀 케어 등에 있어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 대상자는 케어가 제공되는 시기와 내용에 만족한다.

- 음식은 맛있고, 식사시간에 충분한 인력이 지원되며 식사 분위기가 좋다.   

(4) 케어의 안전성(Care related Safety) 

- 시설은 안전한 케어를 제공한다.

- 대상자는 케어를 제공받을 때 전문성과 안전성을 경험한다. 

(5) 주거/생활 조건(Domestic and liv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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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명
개발자
출신지

(개발년도)

대상자 및 개
발목적

개념적 기틀 하위영역
척도

신뢰도
(Cronbach’ s α)

자료수집 
방법

문항 수
타당도

Consumer 
Assessment 
of   
Healthcare 
Providers 
and Systems 
for Nursing 
Home 
Residents 
(NHCAHPS)

Sangle 등
미국
(2007년)

장기요양시설 
거주 노인의 
케어의 질을   
관리하고 
케어의 질에 
있어서 환자의 
관점을 
반영하고자 
개발

Kane’s QoL 10가지 영역: (1)요양시설 경험/환경에 대한  
평가 (2) 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케어 받기 

(3)기다림  없이 케어 받기 (4) 직원들의 
공손하고 존경심 있는 태도 (5)   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와의 의사소통 (6) 의사로부터   
필요한 케어 받기 (7) 직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8) 요양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9) 삶의 질(안전, 종교적 요구, 사생활 
보호, 자율성/선호반영, 의미 있는 활동 등)  
(10) 삶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3점~10점 Likert 
시각적 
보조도구인 
눈금 척도를 포함
(개발 당시 
신뢰도:
0.60~ 0.80)

자가 보고식 
대면인터뷰
45문항

내용
타당도
및 
구성
타당도 
보고됨

Consumer 
Quality Index 
Long-term 
Care 
(CQ-index 
Long term 
care)

Triemstra 등
네덜란드
(2007년)

장기요양시설, 
인지기능이 
저하된   
노인정신병동 
및 홈 케어를 
이용하는 
노인들의 
경험을 소비자 
관점에서 
측정하기 위해 
개발

Quality 
Framework 
Responsible 
Care

10가지의 질 지표 영역: (1) Care/Life 계획 
(2) 의사소통 (3) 신체적 웰빙 (4) 케어의 
안전성 (5) 주거/생활 조건 (6) 참여   및 
자율성 (7) 정신적 웰빙 (8) 생활환경의 
안전성 (9) 충분하고 유능한 인력 (10) 
케어의 조화 등
(이 중 케어의 조화는 홈케어 노인에게만 
해당)

4점 Likert 
척도와 
2점 척도, 기관과 
직원에 대한 
전반적 평가로 
0‘’~10‘점 선택 
(개발 당시 
신뢰도: 
0.29~0.83) 

시설거주 노인: 
자가 보고식 
대면인터뷰
노인정신병동 
보호자: 
우편 설문, 
홈케어 노인: 
자가보고식
인터뷰,
총75문항

내용
타당도 
및 
구성
타당도 
보고됨

Long Stay 
Resident   
Experience 
Survey

Norton 등
캐나다
(1996년 
개발, 
2013년 
개정)

장기요양시설 
또는 병원에 
장기간 
거주하는 
노인의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

Picker’s 8   
Dimension 
of Patient 
centered 
Care 

의학적 케어 및 치료, 음식, 생활
환경, 자율성, 존엄성, 직원, 활동, 
전체적인 케어의 질 등

3점 
척도(Chernoff   
faces)+5점 척도
(5칸 사다리 
제시) + 추천여부 
묻는 질문 포함, 
(개발 당시 
신뢰도: 
0.39~0.87)

자가보고식 
대면 인터뷰 
또는 
온라인 설문
총 59문항

내용
타당도 
및 
구성
타당도 
보고됨

표 1. 국외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 측정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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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명
개발자
출신지

(개발년도)

대상자 및 
개발목적

개념적   
기틀

하위영역
척도

신뢰도
(Cronbach’ s α)

자료수집   
방법

문항 수
타당도

거주자만족도   
측정도구 
(Resident 
Satisfaction 
Questionnaire: 
RSQ)

Chou 등
호주
(2001년)

장기요양시설 
거주자에게 전반적인 
시설 서비스와 시설 
생활에 얼마나 
주관적으로   
만족하는가에 대해 
측정하기 위해 개발

없음: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한   
dimension 
도출

방, 편의시설, 교류활동, 
식사만족, 직원태도, 
시설정보 공유의 6개 
하위 요인으로 분류

5점 Likert 척도
(개발 당시 신뢰도:
  0.81~ 0.90,
번안도구 신뢰도:
  0.762
(정승미, 2013))

자가 보고식 설문 
24문항

내용
타당도 및 
구성 타당도 
보고됨

고객 
만족도(Custom
er Satisfaction 
Questionnaire, 
CSQ-8)

Larsen 등 
미국
(1979년)

사회복지기관, 
노인복지기관, 정신보건 
관련 기관 및 비영리 
기관의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

없음: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선정된  
만족도에 
관련된 
사항들 
중에서 
요인분석을 
통해 선정

Uni-dimension   4점   Likert 척도 
(개발 당시 신뢰도: 
0.83~ 0.93 (Atticks 
& Zwick, 1982),
한국어판 신뢰도: 0.79
(노년학척도집, 2010))

자가 보고식 설문
8문항

내용
타당도 및 
구성 타당도 
보고됨

한국어판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척도(Client 
Satisfaction 
Inventory-K: 
CSI-K)

김용석
한국
(2007년)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만족도를 측정
하기 위한 측정도구를 
국내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적용 가능하도록 
평가 개발한 “한국어판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척도(CSI-K)”

없음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만족, 서비스 
결과에 대한 만족 등
2개 하위요인으로 분류
(원도구: uni-dimension)

7점 척도
한국어판 신뢰도: 0.94
(한국어판 
단축형 신뢰도: 0.92, 
원도구 신뢰도: 0.95

  (McMurtry   &     
  Hudson,2000))

자가보고식 설문
20문항   
(단축형 9문항,
원도구 25문항)

내용
타당도 및 
구성 타당도   
보고됨

표 2. 국내 노인관련 이용자 만족도 측정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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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은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 한다.

- 생활공간은 즐겁고, 깨끗하고, 본인의 가구 및 개인용품을 소유할 수 있다

- 시설의 다른 노인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

(6) 참여 및 사회적 교류(Participation & Social Handiness) 

- 대상자는 다양한 활동과 사회적 교류에 참여할 충분한 기회를 가진다.

- 대상자가 외부에 나갈 때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시설은 대상자가 어떤 활동에 참여할지,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언제 서비스가 제

공되면 좋은 지 결정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자율성을 증진시킨다.

(7) 정신적 안녕감(Mental well-being)  

- 직원은 대상자의 인생에 있어서 개인적인 발전과 선택을 지원하는데 주의를 기울

인다.

- 대상자가 겪고 있는 외로움과 우울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기울인다.

- 대상자에 대한 종교활동 등 충분한 정신적 케어를 제공한다. 

(8) 주택과 생활공간의 안전성(Safety residence/living-space) 

- 주택과 생활공간은 안전기준에 맞추어져 있다: 예) 대상자들은 응급상황에서 어떻

게 할지 알고 있다.

- 대상자들은 안전하게 느낀다.

- 직원은 안전하지 못한 상황을 발견하면 적절하게 조치한다. 

- 직원은 대상자의 개인소유물을 안전하게 다룬다.

(9)충분하고 유능한 인력(Sufficient and capable staff)

- 충분한 직원이 있다.

- 대상자와 충분한 시간을 보낸다.

- 직원은 유능한 전문가들이며, 처치는 자격이 있는 직원에 의해서만 제공된다. 

(10) 케어의 조화(Coherence in care) 

- 케어 제공 시 다른 기관이나 직원과 조화를 잘 이룬다(홈 케어에만 해당).

- 생활공간은 즐겁고, 깨끗하고, 본인의 가구 및 개인용품을 소유할 수 있다.

- 시설의 다른 노인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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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Quality Framework for Responsible Care from Steering Committee 

Responsible Care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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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 구 방 법

A.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경험측정 지표를 개발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는 방법론적 연구이다.

B. 연구과정

  본 연구의 진행과정은 크게 도구의 개발단계와 검증단계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지표의 개발단계에서는 선행 문헌고찰과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경험에 대

한 개념도 연구를 기초로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경험지표의 구성요인을 규명하고 개념

적 기틀을 선정하며, 이를 기초로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예비문항은 전문가 집단의 

내용타당도 검증과 인지 면접 및 사전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문항을 삭제하고 수정보

완 하여 문항을 확정하였다.

  두 번째, 지표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장기요양시설 노인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된 문항으로 최종 

도구를 결정하였다. 각각의 연구 단계에서 적용한 방법에 대한 간략한 요약은 <그림 3>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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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발

단

계

1단계: 예비지표의 

       구성요인 규명
- 개념도 연구방법을 통한 구성요인 규명

2단계: 예비지표의

       구성

- 선행연구, 기존도구, 개념도 연구에 기초하여  

   예비문항 작성

- 내용 타당도 검증: 10명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문항에 대한 CVI 측정

- 인지 면접: 문항 검증을 위해 3명의 

   대상자에게 인지 면접 실시

- 사전조사: 예비지표 평가를 위해 10명의 

   장기요양시설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 문항의 이해도, 명료성에 대한 국문학자 검토

검

증

단

계

3단계: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 구성타당도: 탐색적 요인분석

- 준거타당도: 거주자만족도 검사 측정

- 신뢰도: 내적일관성, 평가자간 신뢰도 검증

4단계: 측정지표 확정

그림 3. 연구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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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지표의 구성요인 규명 

1) 개념도 방법

  개념도(concept mapping) 방법은 구조화된 개념화 과정의 한 방법으로 구체적인 

현상 이면의 구조를 탐색하고 기술하는 절차이다. 일반적으로 개념도 방법은 사람들

이 자신들의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사용하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론적 

접근으로 사고 또는 아이디어를 종합, 편집하여 참여자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의미  

있게 분류함으로써 특정한 현상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의 개념적 구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일련의 과정이다(Kane & Trochim, 2007). 개념도 분석은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 및 척도 개발 시 하위요소의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 측정지표의 구성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시설 노인

을 대상으로 개념도 방법을 수행하였다(민경화, 최윤정, 2007).  

(1) 연구대상

  면담참여자는 시설입소 한 달 이상 지난 65세 이상 노인으로 MMSE 점수 15점 

이상이며, 한글을 읽을 수 있고 한글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노인을 서울 및 경기 소재 

3개 장기요양시설에서 각 4~5명씩 연구공고문을 통해 모집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대해 동의한 노인 총 14명을 면담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 대상

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가 1명, 여자가 13명이었다.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82.08±5.95세였고, 장기요양시설 평균 입소 기간은 40.07±39.9개월이었으며, 평균 

MMSE점수는 23.64±4.32였다(부록 1). 

(2) 연구 절차

  Kane과 Trochim(2007)이 제시한 개념도 연구절차는 크게 개념도를 위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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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산출, 진술문들의 구조화, 개념도 분석, 개념도 해석, 개념도 활용의 6단계

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지표의 하위영역 도출을 위하여 개념도 분석을 실시

하였으므로 4단계까지 위의 연구절차를 기반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 1단계: 개념도 준비 단계- 초점질문을 도출하고 자료 수집을 위한 면담 참여자

를 선정하는 단계로 초점질문은“어르신에게 있어서 장기요양시설에서의 좋은 서비스 

경험이란 어떤 것입니까?”이며, 면담 참여자는 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으로 

선정하였다. 아이디어 산출은 2015년 12월 2일, 8일, 17일에 3개의 장기요양시설에

서 각각 4명, 5명, 5명의 노인들에게 그룹토의 형식으로 수행되었다. 

  - 2단계: 아이디어 산출 단계-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단계

로서, 개념도 연구 내용의 중심이 되는 단계이다. 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연구자와 함께 아이디어 산출을 위한 그룹토의에 참여하였다. 먼저 연구자가 연구  

목적과 개념도 연구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초점 질문을 고지하고   

그룹 work을 통해 40분~1시간 정도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초점질문에 대한 자료 

수집을 수행하였으며, 대화 내용은 녹취한 후 간호학 박사 과정 생 2명이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그룹 work이 진행되는 동안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아이디어

를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지지하였으며, 특정 연구 참여자의 진술문에 대해   

다른 참여자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낯선 용어나 비표준어를 명료화하기 위한 

질문을 수행하고 부연설명을 하여 연구 참여자들 모두 그 진술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아이디어를 최종적으로 산출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3차례의 그룹토의를 

통해서 획득한 아이디어들을 통합, 편집하는 과정을 거쳐서 총 62개의 진술문이 수집

되었다.

  - 3단계: 아이디어 진술문 구조화 단계- 진술문들의 구조화 단계는 2015년 12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룹토의에 참여한 14명의 노인들에게 각각 40분~1시간의 

일대일 면담을 실시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이전 3차례의 그룹 토의를 통해 



- 27 -

생성된 아이디어들을 통합하여 각각 한 개의 진술문이 적힌 62개의 진술문카드

(9*5.4 cm) 형태로 제작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아이디어를 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1차 그룹 work에 참여하였던 연구자들을 일대일로 방문하여 카드 분류 작업과 평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분류 및 평정 작업은 약 40분~1시간이 소요되었다.  

카드 분류 과정은 비 구조화된 방식으로서 연구 참여자들이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카드끼리 자유롭게 분류하게 하였다. 단, 하나의 진술문을 하나의 파일로 분류할 수 

없고, 62개의 진술문 모두를 하나의 묶음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남는 카드가 없도록 

하는 조건을 부여하였다. 개념을 구조화하는 두 번째 단계는 각 진술문을 주어진   

차원에 따라 평정하는 것인데 62개의 진술문을 보여주고 한 문장씩 읽어가면서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각 진술문에 대하여 연구 참여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

에 대해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 한 가지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 4단계: 개념도 분석 단계- 개념도 과정의 핵심은 구조화 단계에서 생산된 정보

를 분석하고 지도를 그리는 과정이다. SPSS 21.0을 이용하여 다차원척도법(MDS: 

Multidimensional Scaling)과 위계적 군집분석(HCA: Hierarchial Cluster Analysis)

을 실시한 후 검사 결과를 통합하여 수작업으로 작성하였다. 분석 단계에서 활용되는 

원 자료는 브레인스토밍한 진술문들을 각 연구 참여자가 분류하고 평정한 결과가   

된다. 

  개념도 분석을 통해 돌봄 및 처치의 안전성, 책임감 있고 지지적인 직원, 편안한  

생활환경, 정신적 안녕, 존중과 의사소통, 참여와 선호반영 등 6개의 범주가 도출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문헌고찰과 개념도 분석을 통해 돌봄(처치)의 안전성 및 전문

성, 신체적 안녕감, 책임감 있고 지지적인 직원, 편안한 생활환경, 정신적 안녕감,   

의사소통과 정보, 참여 및 선호 반영 등 최종 7개의 구성요인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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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지표의 구성 단계

1) 예비문항 작성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로 선정된 7개의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개념도 연구에서 도출

된 진술문, 기존의 측정도구 등에서 취합한 문항들을 분류하여 총 7개 영역, 162개의 

예비문항 목록(item pool)을 작성하였다. 즉 개념도 연구에서 도출된 62개의 진술문

과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로 사용된 질 보장 케어를 개념 틀로 한 네덜란드의 CQ 

index LTC의 75개 문항, 미국의 NHCAHPS의 45개 문항, 캐나다의 LSRE의 59개 

문항을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로 선정된 7개 요인을 기준으로 분류한 후 완전히 중복

된 문항과 7개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 문항을 조정하여 총 7개 영역의 162개의 예비

문항 목록(item pool)을 작성하였다. 

  예비문항목록에 대하여 간호학 전공의 박사과정생 2명과 간호학 박사 1명과 함께 

반복하여 읽으며 다시 유사한 문항과 한국적 상황에서 적용이 어려운 문항, 개념도 

분석에서 도출된 진술문 중 중요도가 매우 낮은 문항 등을 조정하고, 이해하기 어려

운 문항은 수정하여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한 예비문항으로 7개 영역, 64개 문항을  

확정하였다.

2) 내용타당도 검증

  도구를 구성하는 문항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대표하는지 검증하기 위한 방법

으로 2016년 3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10명의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내용 타당도 

검증을 시행하였다. 간호학 교수 3명, 7년 이상 장기요양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   

2명, 장기요양시설 시설장 또는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간호사 2명, 노인보건 전공   

보건학 교수 2명, 장기요양 관련 보건학 박사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에게 예비 7개 영역. 64개의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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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집단에게 예비문항과 함께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 및 7개의 하위 

영역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각 문항의 명확성,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4점 척도(1=매우 적절하지 않음, 2=적절하지 않음, 3= 

적절함, 4=매우 적절함)로 응답하였으며, 작성된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모

두 포함하고 있는지, 기타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의견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하

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3점 또는 4점으로 응답한 비율이 80%의 합의에 이르지 못

한 문항은 검토를 통해 삭제하거나 다시 작성하여 7개 영역 47문항으로 조정되었다.  

3) 인지 면접(Cognitive Interview)

  2016년 4월 1일 다양한 인지기능 상태를 지닌 장기요양시설 거주 노인 3명을   

대상(MMSE 점수 17점, 19점, 29점)으로 2단계에서 도출된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지표 예비문항을 가지고 인지 면접 실시하여 질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답변하는지 확인하고, 이해도가 떨어지는 질문을 조정하고 노인이 가장 이해

하기 쉽고 대답하기 쉬운 scale을 선정하는 등 문항을 조정하여 예비지표 초안을   

확정하였다(Walker, 2016; Levine 등, 2005; Willis, 2005). 각 심층 면담은 1  

(대상자): 2(면담자)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매회 40~60분 정도 소요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인지 면접 방식 중 문항을 읽고 떠오르는 생각이나 반응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는 사고구술(think aloud) 방법과 개개의 문항과 용어에 대해 

연구자가 의도하는 바대로 이해하는지에 초점을 두어 확인하는 구두탐색(verbal 

probing) 방법을 병행하였다. 대상 어르신들의 인지기능이 높지 않아 사고구술 방법 

적용 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두 탐색 방법을 더 많이 적용하였

다. 인지 면접을 통하여 전문가 타당도 검사 결과 확정된 47문항 중 18번과 49번  

문항을 조정하여 사전조사를 위한 최종 문항은 45문항으로 확정하였고, 응답에 5=‘ 

해당 없음’을 추가하였으며, 34번, 35번, 36번 문항은 응답지를 1= ‘아니다’, 

2=‘그렇다’로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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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전조사

  예비도구를 이용하여 2016년 4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의 2개의 장기요양  

시설 노인 1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시행하였다. 자료수집 전 대상에게 연구목적

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대상자에게 예비문항을 4점 척도

(1=‘전혀 아니다’, 4=‘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예외적으로 34, 35, 

36번 문항은 2점 척도(1=‘아니다’, 2=‘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5=해당 없음’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도구의 명확성과 이해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해하기 어렵거나 추가의 설명이 필요한 문항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수정하였다. 문항의 명확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전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예비문항에 대하여 국문학 박사 1명으로부터 검토를 받았다. 

3.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개발된 지표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문항분석을 

시행한 후, 요인분석에 의한 구성타당도 검증, 최종 지표의 모형적합도 검증, 도구 간 

상관관계에 의한 준거 타당도 검증을 시행하였다. 신뢰도 검사는 내적일관성 신뢰도 

검사와 평가자간 신뢰도 검사(inter-rater reliability test)를 실시하였다.

1) 연구대상자

(1) 구성타당도, 준거 타당도, 최종도구의 내적 일관성(신뢰도) 검사

  연구 대상자는 서울, 경기 및 충남 소재 장기요양시설 8곳에 거주하는 노인을    

한 시설 당 약 9~57명씩 편의표출 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장기요양시설에 30일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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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다. 30일 이상 거주자를 선정한 이유는 문헌 고찰을 통하여 최소 한 달 이상은 

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하여야 입소시설에서의 경험을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Sangle et al., 2007). 대상자 제외 기준은 MMSE점수 15점 미만인 자,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자 등이다.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에 적합한 표본 수는 대략 사례 수가 200 

이상이거나 사례 수와 측정변수의 비율이 5 대 1 이상이면 안정권이라 볼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Chae, 2004; Tabachnick & Fidell, 2007; Tak, 2007), 본 연구에서는 

200개 이상의 사례 수를 목표로 하였다.

(2) 평가자간 신뢰도 검사(inter-rater reliability)

  2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자와 6명의 연구보조원이 짝을 이루어 외부 평가자 

당 2~3건씩 총 20건의 평가자간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평가자간 신뢰도를 검정

하기 위해서는 두 명의 평가자가 평가할 경우 평가자들이 적어도 10명의 대상자   

혹은 10개의 사건을 관찰(이은옥 외, 2009)하거나, 양측 검정에서 80% 이상의 검정

력을 가지려면 최소 17건 이상 (Sim & Wright, 2005 )의 사건을 관찰해야 한다는 

기준에 의한 것이다. 연구보조원에게는 평가 전 측정지표의 척도와 문항에 대해 교육

을 시켰으며,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동시에 평가를 하되 서로 의논을 하거나 정보 

교환을 하지 않도록 했으며 평가 결과는 서로 모르도록 차단시켰다. 

2) 조사도구

  조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 일반적 사항,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   

최종 지표, 준거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간편형 한국어판 사회서비스 이용자 만족

도 측정도구(CSI-SF) 도구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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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 사항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문헌고찰 결과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특성을 중심으로 성별, 연령, 장기요양등급, 입소기간, 교육수준, 

MMSE 점수, 주관적 건강상태, 기관 규모 및 인력 등 총 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 최종 지표 

  도구의 개발단계를 통해 최종 선정된 45문항으로 구성된 자가보고식 설문을 일대

일 면접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응답자는 42 문항에 대하여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였고, 34번, 35번, 36번 세 문항

에 대해서는‘아니다’(1점)에서‘그렇다’(2점)의 2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였다. 

도구는 돌봄(처치)의 안전성 및 전문성(1~4번), 신체적 안녕감(5~11번), 책임감  

있고 지지적인 직원(12~15번), 편안한 생활환경(16~25), 정신적 안녕감(26~29번), 

의사소통과 정보(30~36번), 참여 및 선호 반영(37~45번) 등 7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도구의 점수는 문항을 합산하여 산출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 중심

의 좋은 서비스 경험을 하였음을 의미한다. 

(3) 한국어판 사회서비스이용자만족도척도(CSI-SF)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 준거타당도 도구로 김용석(2010년)이 개발한  

간편형 한국어판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만족도 척도(CSI-SF)는 7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자는 9개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많이 그렇지 않다(2점), 약간 

그렇지 않다(3점), 보통(4점), 조금 그렇다(5점), 대체로 그렇다(6점), 매우 그렇다

(7점)으로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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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수집 방법과 절차

  본 연구는 Y 대학교 간호대학 연구윤리위원회(IRB)의 승인(간대 IRB 2015- 

0034 -4)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자는 각 기관의 담당자를 만나 연구

대상자 모집과 관련하여 연구의 목적, 내용 및 보상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 

모집 문건을 전달하였다. 모집 문건을 보거나 기관 담당자가 연구의 목적, 내용 및  

보상 등에 대해 설명하였을 때 참여 의사를 밝힌 MMSE 점수 15점 이상의 노인들의 

목록을 연구자에게 이메일로 통보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연구 선정기준에 맞고 참여하고자 하는 노인을 만나는 시간은 연구자가 정하지   

않고 해당 기관 담당자들의 업무나 노인들의 프로그램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

서 기관의 담당자가 원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연구자가 시설을 방문하였다. 

연구자는 시설 내 독립된 공간에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자료 수집 전, 연구의 목적과 

내용, 연구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험과 이득, 자발적 참여와 언제든지 중지할 수 있음

과 참여 중지 시 불이익이 없으며, 수집된 자료는 학술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대상자의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또 수집된 자료는 잠금 장치를 하여 보관하며, 연구 종료 시 3년간 보관 후 폐기함

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 또한 연구 참여시 불편사항 및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설명문

에 작성된 연락처를 통해 언제든지 연락 가능함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

하겠다는 노인에게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연구 설명문과 연구대상자 동의서 사본 1부

를 제공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명에 대한 이해를 확인한 후, 동의

를 받은 상태에서 면대면 인터뷰 방법에 의해 얻은 답을 연구자가 기재 후 설문지와 

동의서를 다른 봉투에 넣어 밀봉하였다. 

  본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연구 참여에 대해  

동의하고 면접 조사를 실시한 205명의 대상자 중 청력이 너무 나빠서 면접을 진행 

하기 어려운 2명과 면접 중간에 거부의사를 밝힌 3명을 제외한 200명을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6년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4주에 걸쳐 시행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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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PASW SPSS 21.0과 SAS 9.2를 이용하여 다음의 분석을 시행하였

다.

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의 기술통계를 사용

하였다. 

② 예비지표의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s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카이제곱 검정 및 근사치 오차평균제곱근

(RMSEA)을 구하였다.

③ 예비지표와 준거타당도와의 상관관계는 피어슨적률 상관계수를 분석하였다.

④ 예비지표의 신뢰도는 내적일관성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

고 평가자간 신뢰도(inter-rater reliability) 검증을 위하여 일치도 가중 Kappa 값, 

ICC(급내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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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A. 구성요인 규명 

1. 개념도 방법

  본 연구에서는 14명의 장기요양시설 노인들이 4명~5명씩 세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한 집단 면접을 통해 노인 스스로 시설에서의 서비스 경험에 대한 62개의 진술

문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 진술문들이 어떻게 군집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

기 위해서 위계적 군집분석(Hierarchial Cluster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돌봄 및 

처치의 안전성, 책임감 있고 지지적인 직원, 편안한 생활환경, 정신적 안녕, 존중과  

의사소통, 참여와 선호반영 등 6개의 군집이 도출되었다.

  14명의 연구 참여 노인들이 장기요양시설에서의 서비스 경험에 대해 진술한 62개 

진술문에 대해 분류한 결과를 집단 유사성 행렬의 형태로 만들어 다차원척도법으로 

분석(부록 2)을 실시하였으며, 다차원척도 분석의 결과 생성된 2차원 상의 x, y 좌표 

값을 사용하여 Ward 연결법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위계적 군집분석의 결과로 도출된 덴드로그램(부록 3)을 살펴본 결과, 군집의 수는  

2개에서 6개까지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계적 군집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군집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의 기준을  

사용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이 분류한 군집의 수(M=9.07±2.31)이상이 되지   

않게 한다. 둘째, 군집 내의 진술문과 군집 간의 질술문 사이에 분명하게 차이가 나야 

한다. 셋째, 덴드로그램을 참조하여 3개에서 6개 군집을 상호 비교한 뒤 논리적 유사

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을 해석하기

에 적합한 범주의 수를 6개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좌표 상의 진술문들 사이의 상대적 

거리와 범주 내 진술문들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범주의 이름을 명명하였다. 범주의  

이름은 돌봄과 처치의 안전성, 책임감 있고 지지적인 직원, 편안한 생활환경,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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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감, 존중과 의사소통, 참여와 선호반영 등이었다(부록 4).

  또, 14명의 연구 참여자들은 62개의 진술문에 대해 각각의 진술문의 내용이 장기

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의 요인으로서 본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 5점: 매우 중요함)로 평정하였다. 그 결과 6개의 범주

의 군집별 평균 중요도는 돌봄 및 의료 처치(M=4.72), 반응을 잘하는 직원(M= 

4.65), 편안한 생활환경(M=4.55), 정신적 안녕감(M=4.45), 참여와 선호반영(M= 

4.35)로 모든 범주가 보통 이상의 중요도를 나타내고 있었다(부록 4, 5). 

2. 구성요인 

  본 연구에서는 위의 개념도 방법을 통해 도출된 6가지 범주와 연구의 이론적 기틀

인 질 보장 케어 개념 틀(QFRC)의 9가지 영역을 통합하여 <1>돌봄(처치)의 안전성 

및 전문성, <2>신체적 안녕감, <3>책임감 있고 지지적인 직원, <4>편안한 생활환경, 

<5>정신적 안녕감, <6>의사소통과 정보, <7>참여 및 선호반영 등 본 연구의 7가지 

구성요인을 도출하였다<그림 4>.

         그림 4.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의 개념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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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의 개념도 방법은 장기요양시설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대상자와 적은 수의 진술들의 산물이며, 장기요양시설 관계자나 가족들의 의견

을 포괄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로 선택한 질 보장 케어 개념 틀(Quality Framework Responsible 

Care)의 9가지 구성요인들로 보완하였다. 그 이유는 QFRC는 기존 도구들의 만족도, 

경험, 삶의 질의 개념들의 다양한 영역을 망라하고 있으며, 대상자, 전문가, 기관,   

정부 기관 평가자, 보험자 등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합의에 의해서   

하부 영역이 도출되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QFRC의 (1)돌봄(처치)/생애 계획 영역은 정의나 세부 문항들이 한국적 현실

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서비스 계획 참여 및 평가 등 일부 내용만 

추출하여 QFRC의 (6)참여 및 사회적 교류 영역에 통합하였으며, 많은 부분이 대상

자의 선호와 자율성 등을 반영하고 있고 개념도 방법의 (7)참여 및 선호반영 영역과 

유사하여 두 영역을 통합하여 본 연구의 구성요인 <7>참여 및 선호반영 영역으로  

명명하였다. QFRC의 (2)의사소통과 정보영역은 그대로 본 연구의 구성요인 <5>의사

소통과 정보 영역으로 채택하였다. QFRC의 (9)충분하고 유능한 직원 영역은 개념도 

방법의 (2)책임감 있고 지지적인 직원 영역과 통합하여 구성요인 <3>책임감 있고 지

지적인 직원 영역으로 명명하였다. 

  QFRC의 (3)신체적 안녕감 영역은 개념도 방법의 (1)돌봄 및 처치의 안정성 영역 

중 해당 내용을 통합하여 그대로 <2>신체적 안녕감 영역으로 명명하였다. QFRC의 

(4)케어의 안정성 영역은 처치의 전문성이 강조되어 있었으므로 개념도 방법의 (1)

돌봄 및 처치의 안전성 영역과 통합하여 본 연구의 구성요인 <1>돌봄(처치)의 안전

성 및 전문성 영역으로 명명하였다. QFRC에서는 (5)주거/생활조건과 (8)생활환경의 

안전성 영역이 분리되어 있었으나 개념도 방법의 (3)편안한 생활환경 영역은 이    

두 영역을 포괄하고 있었으므로 두 영역을 통합하여 <4>편안한 생활환경 영역으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QFRC의 (7)정신적 안녕감 영역은 그대로 본 연구의 개념 틀의 

구성요소인 <5>정신적 안녕감 영역으로 남겨 두었다. 

  각 구성요인의 속성은 위의 FQRC에서의 정의를 검토하고 개념도 연구에서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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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기초로 우리나라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으며 

각 영역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돌봄(처치)의 안전성과 전문성: 노인은 장기요양시설에서 돌봄(처치)를 제공   

        받는데 있어서 적절한 전문성과 안전성을 경험한다.

  <2> 신체적 안녕감: 노인은 적절한 신체적 돌봄과 음식을 제공받는다.

  <3> 책임감 있고 지지적인 직원: 노인은 책임감 있는 직원에 의해서 즉각적이고    

       지지적이고 충분한 돌봄을 경험한다.

  <4> 편안한 생활환경: 노인은 적절하고 편안하고 우호적이며 사생활이 보장되는    

       안전한 환경을 경험한다.

  <5> 정신적 안녕감: 노인은 적절한 정신적 지지를 받는다.

  <6> 의사소통과 정보: 노인의 의견이 돌봄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노인은 돌봄에  

       대한 적절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7> 참여와 선호 반영: 노인은 하루 일과와 사회적 교류에 대한 계획에 참여하며   

      서비스 계획에 자신의 선호가 반영되는 것과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을  

      경험한다.

B. 예비지표의 구성

1. 예비문항의 작성 

  162개의 예비문항 목록 검토 결과 돌봄(처치)의 전문성 및 안정성 영역 7문항, 신

체적 안녕감 영역 9문항, 책임감 있고 지지적인 직원 영역 8문항, 생활환경 영역 13

문항, 정신적 안녕감 영역 6문항, 의사소통과 정보 영역 11문항, 참여 및 선호 반영 

영역 10문항 등 총 7개 영역의 64개 문항을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한 예비문항으로 

확정하였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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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 검증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 측정 지표 7개 영역 및 정의에 대한 CVI 결과는 

A. 돌봄(처치)의 안전성과 전문성 영역에 대하여 0.81, 신체적 안녕감 영역 0.89,  

책임감 있고 지지적인 직원 영역 0.86, 생활환경 영역 0.92 %, 정신적 안녕감 영역 

0.86, 의사소통 및 정보 영역 0.86, 참여 및 선호반영 영역 0.80으로 나타나 7개  

영역이 그대로 채택 되었다. 전문가 의견 중 돌봄(처치)의 안전성과 생활환경 영역이 

겹친다는 의견이 1건 있었고 책임감 있고 지지적인 직원과 의사소통 영역이 겹칠 수 

있다는 의견이 2건이 있었으나 이 중 한 건의 경우 이론적 틀에 근거한 거라면 그것

이 전문가 타당도 설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지 생각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7개 영역을 그대로 채택하였다(표 3). 

  예비 지표 64개의 문항의 전문가 타당도 검증 결과 총 17개의 문항을 삭제하고,  

7개의 문항을 수정하여 최종 47개의 예비지표 문항을 도출하였다(표 4). 64개 예비

문항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 검증 결과 내용타당도 점수(Content Validity)가 0.80 

미만인 문항은 돌봄(처치)의 전문성 및 안전성 영역 4문항, 신체적 안녕감 영역 3문항,

책임감 있고 지지적인 직원 영역 1문항, 의사소통과 정보 영역 2문항 등 총 10문항

(3번, 4번, 5번, 6번, 8번, 11번, 15번, 21번, 44번, 47번)이었다. 이중 8문항은   

삭제하였으나 돌봄(처치)의 안전성 및 전문성 영역에서 꼭 필요한 문항으로 판단되는 

6번과 11번 문항은 전문가 의견에 따라 문항을 수정하여 예비지표 문항에  포함하였

다. 예를 들어 11번 문항‘어르신이 도움(청소, 빨래, 씻기, 이동 등)이 필요할 때 즉

시 도와줍니까?’는 청소, 빨래 항목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어르신이 씻기 

이동 등 도움이 필요할 때 즉시 도와줍니까?’로 수정하여 다시 포함시켰다.

  전문가 타당도 검토 CVI 점수는 0.8이 넘었지만 전문가 타당도 점검 결과 중복되

거나 부적절하다고 지적된 문항 9개를 제거하였다(18번, 20번, 25번, 32번, 33번, 

38번, 42번, 49번, 51번). 예를 들면, 25번 문항‘이곳은 공기가 좋습니까?’와 28

번 문항‘환기가 잘 됩니까?’는 중복이라는 의견이 많았고 28번 문항이 더 적절하

다는 의견이 있어 25번 문항은 제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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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정 의 CVI

돌봄(처치)의 
안전성과 전문성
(Care(treatment) 
related safety &
professionalism)

노인은 장기요양시설에서 돌봄(처치)를 제공받는데   

있어서 적절한 전문성과 안전성을 경험한다.
0.81

신체적 안녕감
(Physical well-
being)

노인은 적절한 신체적 돌봄과 음식을 제공받는다. 0.89

책임감 있고 
지지적인 직원
(Responsible &
Supportive Staff)

노인은 책임감 있는 직원에 의해서 즉각적이고 

지지적이고 충분한 돌봄을 경험한다.
0.86

편안한 생활환경
(Living 
Environment)

노인은 적절하고 편안하고 우호적이며 사생활이

보장되는 안전한 환경을 경험한다.
0.92

정신적 안녕감
(Mental Well-
being)

노인은 적절한 정신적 지지를 받는다. 0.86

의사소통과 정보
(Communication 
&   Information)

노인의 의견이 돌봄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노인은  

돌봄에 대한 적절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0.86

참여와 선호 반영
(Participation 
& Patient’s 
Preferences)

노인은 하루 일과와 사회적 교류에 대한 계획에     

참여하며 서비스 계획에 자신의 선호가 반영되는    

것과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을 경험한다.

0.80

  전문가 타당도 검사 결과 문항의 명확성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8개의 문항(7번, 9번, 10번, 14번, 30번, 31번, 35번, 58번)을 수정하였다.  

예를 들면, 14번 문항‘음식을 먹고 싶을 때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까?’는 음식의 

제공을 의미하는지 또는 가지고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의미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식사시간이 지나도 먹고 싶을 때 음식을 제공해 줍니까?’로 수정하였

다. 문항은 의문문으로 기술하였고, 응답 척도는 4점 등간 척도(1=‘전혀 아니다’, 

2=‘아니다’, 3=‘그렇다’, 4=‘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다. 

표 3.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 측정 지표 예비 영역 및 정의의 C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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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영역
문항 CVI

돌봄

(처치)의 

안전성 

및 

전문성

1. 어르신이 아프면 즉시 치료해 주거나 병원에 데려다 줍니까? 0.86

2. 간호사나 다른 직원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합니까? 0.81

3. 정기적으로 의사선생님이 진찰을 해 줍니까? 0.78*

4. 새로운 직원이 오면 교육을 철저하게 시킨다고 생각합니까? 0.64*

5. 돌보는 직원들이 자주 바뀌지 않고 안정적입니까? 0.78*

6. 간호사나 다른 직원들이 어르신에 대해서(예: 좋아하는 것,   

  질병 또는 필요한 도움 정도 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0.75**

7. 간호사는 어르신이 먹는 약의 이름,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합니까?

0.86

신체적

안녕감

8. 목욕 할 때 꼼꼼하게 그리고 정성껏 도와줍니까? 0.78*

9. 규칙적으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까? 0.81

10. 필요한 물리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까?
0.81

11. 어르신이 도움(청소, 빨래, 씻기, 이동 등)이 필요할 때 

    즉시 도와줍니까?

0.72**

12. 시간에 맞추어 따뜻한 밥과 간식을 준비해 줍니까? 0.92

13. 식사가 입에 맞습니까? 0.86

14.. 음식을 먹고 싶을 때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까? 0.86

15. 먹고 싶은 음식을 말하면 그 음식을 해줍니까? 0.72*

16. 음식을 원하는 만큼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까? 0.92

표 4.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 측정 지표 예비 문항의 CVI

* : 전문가 타당도 검사 결과 동의도 80% 이하 또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예비지표에서 제거된 문항

**: 전문가 타당도 검사 결과 동의도 80% 이하였지만 문항 수정을 통해 예비지표에 포함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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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영역
문항 CVI

책임감

있고

지지적인

직원

17. 직원들이 어르신을 좋아한다고 느끼십니까? 0.83

18. 직원들이 어르신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느끼십니까? 0.89*

19. 직원들이 어르신에게 공손하고 친절하게 대합니까? 0.92

20. 직원들을 부르면 바로 바로 대답합니까? 0.86*

21. 직원들이 어르신에게 고맙다는 말, 칭찬의 말을 자주        

    합니까?
0.72*

22. 직원들이 항상 변함없는 태도로 대합니까? 0.83

23. 어르신을 만나면 직원들이 먼저 “안녕하세요?” 라고 반갑게  

    인사합니까? 
0.89

24. 배설을 위한 도움(이동, 기저귀 교환 등)이 필요할 때 늦지  

    않게 도와줍니까? 
0.94

편안한 

생활

환경

25. 이곳은 공기가 좋습니까? 0.89*

26. 실내에 햇볕이 잘 들어옵니까? 0.94

27.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베란다나 산책 공간이 있습니까? 0.86

28. 환기가 잘 됩니까? 0.89

29. 실내온도가 적정합니까? 0.89

30. 어르신 수준에 맞는 대화상대가 있습니까? 0.81

31. 함께 사는 노인 중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0.83

32. 취미가 비슷하여 자주 어울리는 친구가 있습니까? 0.83*

33. 어르신의 사생활이 보장됩니까? 0.89*

34. 옷 갈아입을 때나 기저귀 교환 시 사생활이 보장됩니까? 0.89

35. 어르신이 원할 때 혼자 있을 수 있습니까? 0.83

36. 어르신 물건이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0.86

37. 시설이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0.92

표 4.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 측정 지표 예비 문항의 CVI (계속)

* : 전문가 타당도 검사 결과 동의도 80% 이하 또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예비지표에서 제거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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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영역
문항 CVI

정신적 

안녕감

38. 직원들이 어르신께 공감을 해줍니까? 0.89*

39. 시설 안에서 편하게 종교 활동(예불, 미사, 예배, 기도 등)을   

    할 수 있습니까?
0.92

40.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영화관람, 종이 접기 등     

    유익한 프로그램을 충분히 제공됩니까? 
0.81

41. 시설 내에 의지할 사람이 있습니까? 0.89

42. 직원들이 어르신의 기분이 어떤지 신경을 씁니까? 0.81*

43. 시설이 집처럼 편안하다고 느끼십니까? 0.89

의사

소통과 

정보

44. 직원들이 목욕, 배변 등을 도와줄 때 ‘당연히 할 일’이라며    

    ‘미안해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줍니까?
0.69*

45. 직원들이 어르신 의견을 존중합니까? 0.81

46. 불만사항이 있을 때 부담 없이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0.86

47. 직원이 시설을 그만둘 때는 미리 어르신에게 알려주어        

    작별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합니까?
0.78*

48. 직원들이 어르신이 불편한 것은 없는지 먼저 물어봅니까? 0.92

49. 직원들이 어르신의 이야기를 경청합니까? 0.94

50. 직원들이 어르신의 질문에 대답을 잘 해 줍니까? 0.92

51. 언제,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등에    

    대해 직원들이 쉬운 말로 설명해 줍니까? 
0.89*

52. 시설에서의 어르신의 권리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까? 0.86

53. 면회시간, 일과시간, 시설 규칙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까? 
0.86

54. 궁금한 점이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는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설명을 들었습니까? 
0.83

표 4.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 측정 지표 예비 문항의 CVI(계속)

* : 전문가 타당도 검사 결과 동의도 80% 이하 또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예비지표에서 제거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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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영역
문항 CVI

참여와 

선호 

반영

55. 가족/친구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어르신을 면회할 수 

    있습니까?
0.94

56. 어르신이 원할 때는 가족, 친구와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습니까?
0.92

57. 어르신이 원할 때는 가족/친구에게 연락해서 언제든지       

    외출할 수 있습니까?
0.89

58.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정기적으로 쇼핑이나 외식을 나갈  

    수 있습니까?
0.81

59. 원하는 옷을 자유롭게 입을 수 있습니까? 0.86

60.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볼 수 있습니까? 0.89

61. 원하는 프로그램(그림, 노래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0.94

62. 시설에서 어르신이 받는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언제, 얼마나 자주 제공할지 서면으로 동의를 구합니까? 
0.86*

63. 시설에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서 어르신이 만족하는지      

    직원들이 물어봅니까?
0.92

64. 서비스 계획을 세우기 전에 어르신이 어떤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지 물어봅니까?
0.94

표 4.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 측정 지표 예비 문항의 CVI(계속)

* : 전문가 타당도 검사 결과 동의도 80% 이하 또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예비지표에서 제거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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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안정권으로 볼 수   

있는 사례수인 장기요양시설 노인 200명을 비확률 편의 추출하여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5)와 같다.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에서 여성(78.0 %)이 다수였으며, 평균 연령은 

83.30세였다. 교육수준은 무학이 39.8%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상도 

16.5%였다. 장기요양등급은 3등급(47.2%)이 가장 많았으며, 주관적 건강 상태는  

보통 (40.9%)이 가장 많았고, 나쁨(32.4%), 좋음(26.7%) 순이었고, 평균 입소기간

은 2.56년이었다. 입소시설의 규모는 200인 이상이 1기관, 100인 이상에서 200인 

미만이 1기관, 30인 이상 100인 미만 기관이 3기관 이었다.

2. 예비지표의 문항분석

  45개 문항에 대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Skewness), 문항-전체 문항 간 상관

계수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각 문항 간 상관계수, 제거 시 신뢰도를 

해치는 문항을 검토하여 변별력이 낮거나 유사문항을 제거하기 위하여 문항분석을  

시행하였고, 14개의 문항이 조정이 필요한 문항으로 선정되었고 34번, 35번, 36번 

등 3개 문항은 별도로 분석하였다. 예비도구의 문항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었다.

  우선 문항의 변별도를 낮추는 문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Meir와 Gati(1981)의 기준

에 따라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42개 예비지표 각 문항의 평균은 

1.92~3.88로 변별도를 손상시킬 수 있는 평균이 3.6 이상인 문항은 8번, 11번, 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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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N(%) Mean(SD) Range

성별 남 44(21.6)

여 156(78.4)

연령(세) 65세-74세 19(9.5) 82.81(6.14) 67-101세

75세-84세 92(46.0)

85세 이상 89(44.5)

교육수준 무학 76(38.0)

초등학교 졸(퇴) 58(29.4)

중졸 29(14.5)

고졸 이상 37(18.5)

주관적 나쁨 68(34.0)

건강상태 보통 75(37.5)

좋음 57(28.5)

입소기간 1년 미만 56(28.0) 2.49(3.18) 0~21(년)

(년) 1년이상-5년 미만 118(59.0)

5년 이상 26(13.0)

장기요양 1등급 3(1.7)

등급1) 2등급 51(25.5)

3등급 94(47.0)

4등급 46(23.0)

등급 외 6(3.0)

MMSE 15-19점 88(44.0) 20.68(4.06) 15-30(점)

점수(점) 20-23점 63(31.5)

24점 이상 49(24.5)

기관규모 30인~100인미만(1개) 57(28.5)

100인~200인 미만(1개) 26(13.0)

200인 이상(6개) 117(58.5)

표 5. 예비지표 설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등급: 장기요양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1등급(95점이상)~5등급(45점이상 51점 

미만)으로 나뉘며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도가 높음을 뜻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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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 37번 등 이었고, 표준편차는 0.44~1.27로 표준편차가 0.45미만으로 편차가 

지나치게 적어 변별도를 떨어뜨리는 문항은 37번 한 문항이었으나 이는 평균이 높은 

문항과 중복되었다. Curran 등(1996)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자료의 정규성을 측정

할 수 있는 다른 기준인 왜도의 경우는 절대값 2이상, 첨도는 4이상 (SPSS)일 경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왜도가 절대값 2 이상인 문항은 8번, 16번, 18번, 25

번, 37번, 39번이었다. 2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 34, 35, 36번 문항의 경우

는 문항분석 결과 정규성에 손상을 주는 문항은 없었다. 

  일반적으로 문항 간 상관계수가 .30이하인 경우 해당되는 문항은 각 척도 내에서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70 이상인 경우는 중복된 문항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서 문항 간의 상관이 .30~.70이 적절할 것으로 받아들여

지는데 42개 문항에 대한 문항 간 상관분석 결과 1개 문항에서 문항 간 상관이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20번‘시설 어르신 중 대화상대가 있습니까?’와 21번‘시설  

어르신 중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γ=.818)의 경우 시설의 생활환경 중

‘편안한 분위기’를 측정하는 유사성이 있으며 20번이 보다 포괄적인 문항으로 판

단되어 21번은 조정이 필요하였다(엄명용, 조성우, 2005).

  42개 문항에 대한 각 문항-전체 문항 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7이상인 문항은 

없었다. 7개 문항(5번, 16번, 18번, 24번, 26번, 37번, 44번)은 .30미만으로 나타나 

도구의 신뢰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들 문항은 제거하고 분석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44번‘서비스 계획을 세우기 전에 어르신이 어떤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지 물어봅니까?’문항의 경우 전문가 타당도 검사 결과 동의도가 0.94로 매우 

높게 나타난 문항이었으므로 상관계수만으로 조정하는 것 보다는 지표 문항으로 포함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신뢰도를 해치는 문항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문항 삭제 시 Cronbach’s 

α를 분석한 결과 삭제할 경우 신뢰도(42개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912)가 높아지는 

문항은 없었다. 또, 6번‘필요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문항과 15번‘배설을

위한 도움(이동, 기저귀 교환 등)이 필요할 때 늦지 않게 도와줍니까?’문항, 그리고 

23번‘어르신이 원할 때 혼자 계실 공간이 있습니까?’문항의 경우 사전조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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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
결
측
수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수정된 
항목-
전체 

상관관계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α
1 어르신이 아프면 즉시 치료해 주거나 병원에 데려다 줍니까? 0 3.60 0.72 -1.787 .394 .910

2 간호사나 다른 직원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하십니까? 0 3.16 0.87 -0.492 .414 .910

3 간호사나 다른 직원들이 어르신의 질병이나 기능 상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0 3.31 0.81 -0.785 .406 .910

4 간호사는 새로운 약을 줄 때 약의 이름,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을 해 줍니까? 

0 2.70 1.20 -0.198 .467 .909

5* 필요할 때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까? 0 3.20 1.03 -0.936 .299 .911

6* 필요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14 3.16 0.98 -0.742 .471 .909

7 어르신이 씻기, 이동 등의 도움이 필요할 때 즉시 도와줍니까? 0 3.43 0.77 -1.180 .619 .907

8* 시간에 맞추어 따뜻한 밥과 간식을 준비해 줍니까? 0 3.71 0.60 -2.176 .480 .909

9 식사가 입에 맞습니까? 0 3.09 0.84 -0.721 .473 .909

10 식사시간이 지나도 음식을 먹고 싶을 때 음식을 제공해 줍니까? 0 2.86 1.26 -0.517 .387 .910

11* 음식을 원하는 만큼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까? 0 3.73 0.54 -1.848 .334 .911

12 직원들이 어르신을 좋아한다고 느끼십니까? 0 3.18 0.75 -0.598 .554 .908

표 6. 예비지표의 기술통계와 문항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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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
결
측
수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수정된 
항목-
전체 

상관관계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α
13 직원들이 어르신에게 공손하고 친절하게 대합니까? 0 3.60 0.63 -1.553 .584 .908

14 어르신을 만나면 직원들이 먼저 “안녕하세요? 라고 반갑게 

인사합니까?

0 3.35 0.89 -1.312 .655 .907

15* 배설을 위한 도움(이동, 기저귀 교환 등)이 필요할 때 늦지 않게 

도와줍니까?

64 3.40 0.89 -1.388 .455 .909

16* 실내에 햇볕이 잘 들어옵니까? 0 3.67 0.71 -2.210 .256 .911

17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베란다나 산책공간이 있습니까? 0 3.17 1.10 -0.909 .493 .909

18* 환기가 잘 됩니까? 0 3.80 0.52 -2.957 .297 .911

19 실내온도가 적절합니까? 0 3.68 0.63 -1.870 .333 .911

20 시설 어르신 중 대화상대가 있습니까? 0 2.62 1.27 -0.191 .559 .908

21* 시설 어르신 중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0 2.54 1.23 -0.057 .536 .908

22 옷 갈아입을 때나 기저귀 교환 시 칸막이로 가려서 사생활을 

보호해 줍니까?

0 3.56 0.82 -1.917 .420 .910

23* 어르신이 원할 때 혼자 계실 공간이 있습니까? 44 2.54 1.25 -0.108 .335 .911

24* 시설이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0 3.69 0.54 -1.673 .298 .911

25* 어르신이 물건이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0 3.75 0.58 -2.635 .319 .911

표 6. 예비지표의 기술통계와 문항분석 결과(계속)

*는 조정 필요 문항, 밑줄은 평균 3.6이상, 표준편차 0.45미만, 문항간 상관계수가 .30이하, 왜도(Skewness) 2.0 이상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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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
결
측
수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수정된 
항목-
전체 

상관관계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α

26* 시설 안에서 편하게 종교 활동(예불, 미사, 예배, 기도 등)을 

할 수 있습니까?   

0 3.22 0.98 -1.088 .277 .911

27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영화관람, 종이접기 등 유

익한 프로그램이 충분히 제공됩니까?

0 3.16 0.96 -0.802 .527 .908

28 시설 내에 의지할 사람이 있습니까? 0 2.50 1.28 0.011 .492 .909

29 시설이 집처럼 편안하다고 느껴지십니까? 0 3.23 0.91 -1.027 .601 .907

30 직원들이 어르신 의견을 존중합니까? 0 3.45 0.69 -0.948 .536 .909

31 불만사항이 있을 때 부담 없이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0 2.97 0.98 -0.358 .373 .910

32 직원들이 어르신이 불편한 것은 없는지 먼저 물어봅니까? 0 2.36 1.13 0.103 .498 .909

33 직원들이 어르신의 질문에 대답을 잘 해 줍니까? 0 3.58 0.62 -1.430 .547 .909

37* 가족/친구가 원할 때 어르신을 언제든지 면회할 수 있습니까? 0 3.88 0.44 -3.937 .166 .912

38 어르신이 원할 때 가족/친구와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습니까? 0 3.56 0.89 -1.856 .533 .908

39* 어르신이 원할 때 가족/친구에게 연락해서 언제든지 외출할 

수 있습니까? 

0 3.62 0.85 -2.229 .439 .909

표 6. 예비지표의 기술통계와 문항분석 결과(계속)

*는 조정 필요 문항, 밑줄은 평균 3.6이상, 표준편차 0.45미만, 문항간 상관계수가 .30이하, 왜도(Skewness) 2.0 이상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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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
결
측
수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수정된 
항목-
전체 

상관관계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α

40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쇼핑이나 외식을 나갈 수 

있습니까?

0 1.92 1.10 0.786 .356 .911

41 원하는 옷을 자유롭게 입을 수 있습니까? 0 3.53 0.90 -1.860 .358 .910

42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볼 수 있습니까? 0 3.22 1.03 -0.950 .315 .911

43 원하는 프로그램(그림, 노래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0 3.54 0.82 -1.771 .410 .910

44 서비스 계획을 세우기 전에 어르신이 어떤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지 

물어봅니까? 

0 1.96 1.07 0.808 .268 .912

45 시설에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서 어르신이 만족하는지 직원들이 

물어봅니까? 

0 2.10 1.14 0.496 .537 .908

34* 시설에서의 어르신의 권리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까? 0 1.19 0.39 1.635 .441 .645

35* 면회시간, 일과시간, 시설 규칙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까? 0 1.36 0.48 0.611 .495 .682

36* 궁금한 점이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는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설명을 들었습니까?

0 1.27 0.44 1.073 .546 .506

표 6. 예비지표의 기술통계와 문항분석 결과(계속)

*는 조정 필요 문항, 밑줄은 평균 3.6이상, 표준편차 0.45미만, 문항간 상관계수가 .30이하, 왜도(Skewness) 2.0 이상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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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하지 못했으나 물리치료, 배설 및 혼자 있을 공간이 필요 없어서‘해당 없음’이

라고 대답하는 대상자가 상당수 나타나 공통 지표 문항으로 포함되기 어렵다고 판단

되었다. 이상과 같은 문항분석 과정을 통해 총 14개 문항의 조정이 필요한  문항으로 

선정되었다. 

  문항분석 과정에서 34번, 35번, 36번 문항은 따로 분석하였다. 그 이유는 다른   

문항들은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에 대한 태도를 묻는 문항으로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문항 34번, 35번, 36번은 

서비스 경험에 대한 인식에 관한 문항이므로‘그렇다/아니다’로 응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함께 지표로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3. 구성타당도 검증

  내용타당도 분석에서는 돌봄(처치)의 안전성과 전문성, 신체적 안녕감, 책임감 있고 

지지적인 직원, 편안한 생활환경, 정신적 안녕감, 의사소통과 정보, 참여와 선호 반영

의 7개 영역으로 분류되었으나, 탐색적 요인 분석의 한 종류인 주성분 분석을 통해 

적은 수의 요인으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측정변수를 축소시킨 결과 돌봄(처치)의 

안전성 및 전문성, 책임감 있고 지지적인 직원 및 참여와 선호반영의 3개의 요인으로 

결정되었으며 전체 변량에 대해 51.89%의 설명력을 보였다.

  우선 수집된 표본이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절한지 검토하기 위하여 42문항에 

대하여 KM0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KMO=.837, χ2=931.956 

(p<.001), 자유도(df)=496이었다. KMO>.5,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은 p<.05이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므로 수집된 표본이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

났다(이정열, 2016)(표 7).

  42문항에 대한 문항분석 결과 평균이 3.6이상인 문항, 표준편차가 0.45미만인   

문항, 왜도가 2.0 이상인 문항 등 총 9개 문항(8번, 11번, 16번, 18번, 19번, 24번, 

25번, 37번, 39번)을 삭제하였다. 척도-신뢰도 분석 시 수정된 문항-전체 문항 간 

상관관계가 .30 미만인 문항이 7개(5번, 16번, 18번, 24번, 26번, 37번, 44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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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3 .744 .061 .015 .186 .035 .146 .027 .165 -.050 -.006 -.033 .021 -.078

2 .721 .102 .125 .022 .140 .053 .170 -.107 -.059 .038 -.031 -.037 .136

1 .693 .005 .017 .166 .005 .006 .046 .093 .163 -.117 .023 .120 .116

6 .468 .326 .042 .012 -.066 .149 .149 .152 .114 .145 -.017 -.240 .303

4 .447 .011 .136 .066 .089 .415 .240 .215 .069 .095 -.047 -.158 .065

12 .427 .284 .230 .027 .196 .053 .005 .280 .065 .021 -.045 .264 .060

29 .346 .235 .020 .069 .213 -.059 .196 .214 .133 .126 .209 .338 -.008

31 .089 .586 -.001 .010 -.027 -.004 .121 -.058 .173 .241 .298 .155 -.198

15 -.011 .574 .161 .170 .135 .183 .040 .087 -.137 -.079 -.098 .164 .246

14 .115 .562 .183 .058 .149 .118 .351 .273 .136 .059 .006 -.082 .044

13 .342 .514 .149 .096 .311 .007 -.018 .244 .204 .047 -.059 .109 -.041

30 .438 .514 .045 .072 .181 .081 -.022 -.027 .119 .237 .094 .088 -.031

7 .388 .395 .139 .132 -.059 .025 .325 .158 -.090 .114 .118 .041 .358

21 .086 .087 .881 -.004 .056 .077 .056 .076 .114 .066 .017 .071 .098

20 .086 .118 .843 .101 .052 .039 .087 .150 .084 .086 .066 -.038 .101

28 .320 .172 .469 -.058 -.014 .102 .016 -.016 .074 .073 .186 .439 -.074

39 .205 .018 .002 .741 -.071 .083 .115 .300 .029 .121 -.031 .084 -.002

38 .096 .366 .072 .674 .111 .096 -.051 .092 -.029 .132 .254 -.095 .116

37 .114 .007 .003 .673 .271 -.112 .019 -.035 .233 .002 -.114 .050 .004

11 .240 .059 .194 .403 .392 -.041 .088 -.016 -.133 -.221 .025 .140 .140

표 7. 예비지표 42개 문항의 회전된 요인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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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24 .242 -.153 -.001 -.041 .710 .092 -.020 .074 .306 .109 .040 .149 .088

25 -.054 .258 .023 .117 .701 .051 .134 .070 -.063 .092 .089 -.158 .069

33 .092 .279 .073 .271 .642 .042 .203 .173 .072 .104 .032 -.037 -.044

44 .051 .079 -.020 -.001 -.037 .788 -.179 -.059 .055 .012 .033 .135 .095

45 .144 -.014 .026 .027 .135 .781 .142 .077 .120 .031 .125 .042 .070

32 .056 .179 .190 -.026 .003 .628 .206 .026 .051 .098 .099 .085 -.237

9 .117 .134 .015 -.029 .051 .157 .789 -.066 .136 -.011 .185 .114 .102

8 .186 .050 .139 .292 .237 -.012 .620 .154 -.024 -.005 -.121 .145 .106

5 .140 .064 .105 -.109 .096 -.047 .574 .463 .178 .136 -.002 -.074 -.129

22 .063 .164 .093 .127 .136 .123 .003 .665 .123 -.232 .167 -.076 -.128

17 .211 .066 .201 .112 .015 -.007 .153 .577 .052 .172 -.088 .172 .082

43 .066 .039 -.062 .248 .191 -.031 .029 .525 .095 .386 .203 .082 .196

18 .068 -.018 .126 .116 .095 .098 .021 .183 .739 .034 -.055 -.028 .011

16 .007 .157 .143 -.071 -.007 .104 .034 .045 .660 -.150 -.046 .063 .225

19 .048 .092 -.071 .180 .098 .054 .331 -.020 .601 .159 .236 -.046 -.153

42 -.050 .057 .117 -.023 .035 .115 .057 .087 .006 .786 .097 .090 -.004

41 .126 .293 .101 .288 .227 .017 .009 -.041 -.065 .608 -.073 -.105 .065

23 -.034 .068 -.014 -.074 .102 .101 -.040 .115 .004 .050 .815 .087 .193

10 -.016 .013 .345 .124 -.003 .176 .287 -.014 -.022 .026 .577 .093 -.083

40 -.012 .077 .036 .053 -.065 .159 .094 .028 -.039 .005 .099 .749 .128

26 .174 -.001 .135 .049 .092 -.021 .054 -.057 .107 .014 .147 .116 .739

27 .093 .118 .058 .248 .171 .245 .051 .217 .099 .169 -.095 .339 .356
고유치 3.279 2.531 2.276 2.269 2.215 2.173 2.160 1.992 1.873 1.661 1.570 1.487 1.425

분산 % 12.183 9.405 8.459 8.431 8.233 8.073 8.025 7.402 6.960 6.172 5.833 5.524 5.300

누적분산% 12.183 21.588 30.047 38.478 46.711 54.784 62.809 70.211 77.231 83.343 89.176 94.700 100

표 7. 예비지표 42개 문항의 회전된 요인 분석 결과(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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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는데 이 중 전문가 타당도검사 결과 꼭 필요한 문항으로 분석 되었던 44번 문항

(동의도: 0.94)을 제외하고 6개 문항을 삭제하였다(표 6). 각 문항 간 상관분석 결과 

20번과 21번 문항의 문항 간 상관이 .70이상으로 나타나서 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 

20번을 유지하고, 21번을 삭제하기로 하였다. 또,‘해당 없음’으로 응답한 사례가 

많아서 지표 문항에 포함하기 어려웠던 6번, 15번, 23번 문항을 제외하였고, 장기  

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에서 태도를 묻는 다른 42개 문항과는 달리 인식에   

대해 묻는 문항인 34번, 35번, 36번 문항도 요인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14

개 문항을 삭제한 후 총 28개의 문항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28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주성분분석과 고유값(eigenvalue) 1을 기준으로 요인   

추출을 실시하였을 때 총 8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 수의 결정 방법 중 카이저   

법칙인 고유값 1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너무 많은 요인이 도출되는 단점이 있다.   

반면 스크리 테스트는 이해하기 쉽고 주요통계 패키지에서 쉽게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데, 스크리 검사에서는 갑자기 고유값이 작아지고 그 값이 평준화되는 

지점까지를 유의미한 요인의 수로 판단한다(김주환 외, 2009). 스크리 검사 결과   

선의 경사가 완만해지기 직전의 요인의 수가 3번째 요인으로 나타났다<그림 5>.   

그런데, 스크리 검사의 경우 경사 변화가 불분명할 경우 검사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주관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김주환 외, 2009).       

     그림 5.  예비지표 28개 문항의 요인분석 스크리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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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al Components & Random Normal   Data Generation

Specifications   for this Run:

Ncases    200        

Nvar       28

Ndatsets   1,000 

Percent    95

Raw   Data Eigenvalues, & Mean & Percentile Random Data Eigenvalues

Root   Raw   Data Means Percentile

1.000000 6.815 1.774760 1.877319

2.000000 1.929 1.657680 1.724277

3.000000 1.777 1.563078 1.630596

4.000000 1.340 1.486190 1.539147

5.000000 1.302 1.426392 1.485116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요인의 수를 결정하는데 가장 정확

한 방법 중 하나로 알려진 Parallel Analysis(PA)를 추가로 실시하였다(Henson & 

Roberts, 2006). 그 결과 실제 자료에서 분석된 고유치의 값이 무작위로 생성된   

자료의 고유치 값보다 큰 것은 3개 요인으로 나타났다(표 8). 따라서 요인 추출을  

위한 다양한 기준을 복합적으로 적용한 결과 28개 예비지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에

서는 3개 요인을 추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표 8. 예비지표 28개 문항의 Parallel Analysis 결과

  각 요인별로 살펴보면 요인 1은 5개 문항 17.40%, 요인 2는 6개 문항 14.55%, 

요인 3은 4개 문항 13.50%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어 3개 요인의 누적분산이 

45.45%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교차적재(cross-loading)문항을 확인한 결과 요인  

.32이상(Costello & Osborn, 2005)으로 교차적재 되는 문항은 없었으며, 요인 적재

량이 .32미만인 문항도 없었다. 따라서 28개 문항 중 총 15개 문항을 도출하였다 

(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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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1 2 3 공통성

2 .754 .052 .207 .630

3 .737 .074 .172 .618

1 .717 .030 .010 .609

4 .548 .194 -.075 .633

7 .497 .300 .180 .545

41 .141 .701 .291 .660

43 .037 .647 .000 .586

38 .133 .596 .203 .457

42 -.106 .530 .105 .564

27 .202 .470 -.022 .546

33 .153 .444 .263 .545

30 .314 .254 .694 .675

13 .230 .191 .629 .673

31 -.046 .180 .600 .557

14 .148 .171 .451 .549

표 9. 예비지표 28개 문항의 회전된 요인분석 결과

  요인분석 결과 선정된15개 문항을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과 요인분석을 반복 시행

하였다. 이 때 42번 문항의 공통성이 0.4 미만으로 나타나 42번 문항을 제외한 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Costello 등, 2005). 총 14개 문항에 대하여 KM0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KMO=.873, χ2=712.180(p<.001), 자유도

(df)=91이었다. KMO>.5,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은 p<.05이면 적합한 것으로 판단

하므로 수집된 표본이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열, 

2016). 또 공통성이 .40 미만이거나 요인 적재량이 .32 미만인 문항도 없었다. 

  요인분석에서 주성분분석과 고유값(eigenvalue) 1을 기준으로 요인추출을 실시하

였을 때 총 3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전체 변량의 51.8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스크리 검사 결과 선의 경사가 완만해지기 직전의 요인의 수도 <그림 6>과   

같이 3번째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차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고유치 1 이상,  

스크리 검사법에서 선의 경사가 완만해지기 지적의 요인 수 등 주요 요인 수 결정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3개의 요인을 추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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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예비지표 14개 문항의 요인분석 스크리 도표

  

  각 요인별로 살펴보면 요인 1은 5개 문항 18.43%, 요인 2는 5개 문항 17.08%, 

요인 3은 4개 문항 16.38%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어 3개 요인의 누적분산이 

51.89%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교차적재(cross-loading)문항을 확인한 결과 요인  

.32이상(Costello & Osborn, 2005)으로 3개 요인에 모두 교차적재 되는 문항은   

7번‘어르신이 씻기, 이동 등의 도움이 필요할 때 즉시 도와줍니까?’가 있었다.   

그러나 이 문항은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 지표에 꼭 필요한 문항으로 판단

되어 삭제하지 않고 요인 적재량이 .460으로 가장 높은 요인에 포함하였다. 3개  요

인, 14개 문항 검토 결과 요인적재량이 .32미만이거나 1개 요인에 속한 변수의  수

가 3개 미만인 요인은 없었으므로 총 14문항을 최종 문항으로 선정하였다(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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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1 2 3 공통성

수정된 
항목-
전체 

상관관계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α
3 .774 .043 .177 .633 .484 .819

1 .756 .088 .019 .579 .414 .824

2 .727 .067 .181 .565 .457 .821

4 .598 .250 .097 .429 .457 .824

7 .460 .359 .335 .453 .581 .813

43 .037 .703 .125 .511 .412 .824

27 .243 .687 -.068 .536 .412 .825

38 .115 .630 .261 .478 .487 .819

33 .133 .579 .354 .479 .520 .819

41 .061 .544 .328 .407 .447 .822

31 -.033 .062 .752 .570 .346 .830

30 .332 .163 .668 .583 .567 .815

14 .163 .277 .632 .502 .516 .817

13 .280 .291 .613 .539 .574 .816

고유치 2.579 2.392 2.294

분산% 18.432 17.082 16.385

누적분산 18.432 35.505 51.890

표 10.  예비지표 14개 문항의 회전된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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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성분 분석을 통해 확정된 3요인 모델을 SPSS 21.0을 활용하여 분석방법 요인 

분석, 요인추출방법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 회전방법 직접 오블리

민, 요인 수 3으로 하여 검증한 결과 카이제곱 값 48.558, 자유도 52, 유의수준 

0.610(p>.05)으로 현재 추출된 요인이 측정변수 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설명하는   

적합한 모델임이 검증되었다. 모델의 고유치는 모두 1이상이었으며, 3개 요인의 요인 

적재량도 전체 항목에서 0.32이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으며, 3개 요인의 누적 

적재량은 51.89%였다(부록 6). 스크리 검사법에서도 3개의 요인이 적정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부록 7).

  또, 모형적합도 지수인 RMSEA2) 값은 χ2 자유도보다 작을 경우는 0으로 간주 

(Kenny, 2012; Kelly & Lay; 2011; 홍세희, 2000)하는데 최종 지표의 경우 χ2

값은 48.558이고 자유도는 52로 RMSEA값은 0에 해당되므로 매우 좋은 적합도를 

지닌 모형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3요인, 14문항을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 측정 최종 지표로 확정하였다(표 11).

2) RMSEA 이 0.05미만일 때 좋은 적합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0.05에서 0.08미만일 때 괜찮은 

적합도, 0.08에서 0.10미만은 보통 적합도, 0.1 이상은 좋지 않은 적합도로 간주된다(우종필, 2012). 

   RM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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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항

돌봄

(처치)의 

안전성 및 

전문성

1 어르신이 아프면 즉시 치료해 주거나 병원에 데려다 줍니까?

2 간호사나 다른 직원들이 전문가라고 생각 하십니까? 

3
간호사나 다른 직원들이 어르신의 질병이나 기능 상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4
간호사는 새로운 약을 줄 때 약의 이름,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을 해 줍니까? 

5 어르신이 씻기, 이동 등의 도움이 필요할 때 즉시 도와줍니까? 

책임감   

있고 

지지적인 

직원

6 직원들이 어르신에게 공손하고 친절하게 대합니까?

7
어르신을 만나면 직원들이 먼저 “안녕하세요? 라고 반갑게 

인사합니까?

8 직원들이 어르신 의견을 존중합니까?

9 불만사항이 있을 때 부담 없이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참여와   

선호반영

10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영화관람, 종이접기 등 유익한 

프로그램이 충분히 제공됩니까?

11 직원들이 어르신의 질문에 대답을 잘 해 줍니까?

12 어르신이 원할 때 가족/친구와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습니까?

13 원하는 옷을 자유롭게 입을 수 있습니까?

14 원하는 프로그램(그림, 노래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표 11.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 측정 최종 지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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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요인은 돌봄(처치)의 안전성과 전문성으로 명명하였고, 5개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요인 적재 값이 .70 이상인 문항이 3개 있었다. 해당 문항은 1번 

‘간호사나 다른 직원들이 어르신의 질병이나 기능 상태를 잘 알고 있습니까?’, 2번 

‘어르신이 아프면 즉시 치료해 주거나 병원에 데려다 줍니까?’, 3번‘간호사나   

다른 직원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하십니까?’등으로 시설 내에서의 일상생활 돌봄이나 

의료적 처치를 직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는지에 대한 내용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돌봄(처치)의 안전성과 전문성’요인으로 명명하였다. 

  5개 문항 중 4개 문항은 내용타당도 분석에서 역시 돌봄 (처치)의 안정성과 전문

성 영역으로 분류되었던 문항이며, 나머지 1개 문항은 7번‘어르신이 씻기, 이동 등

의 도움이 필요할 때 즉시 도와줍니까?’로 내용타당도 분석에서는 신체적 안녕감 영

역으로 분류되었던 문항이나 돌봄(처치)의 안전성과 전문성 영역으로 재배치되었다.

회전 후 고유 값 2.579로서 전체 변량에 대해 3개의 요인 중 가장 높은 18.43%의 

설명력을 보였다. 

  제 2요인은‘책임감 있고 지지적인 직원’영역으로 명명하였으며 4개의 문항이 포

함되었다. 4개의 문항 모두 .60 이상의 요인 적재 값을 보였으며 31번 문항은 .70이

상의 높은 요인 적재 값을 나타내었다. 해당 문항은 31번‘불만사항이 있을 때 부담 

없이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30번‘직원들이 어르신의 의견을 존중합니까?’,  

14번‘어르신을 만나면 직원들이 먼저“안녕하세요?”라고 반갑게 인사합니까?’, 

13번‘직원들이 어르신에게 공손하고 친절하게 대합니까?’등으로 직원들이 노인을 

대하는 태도 및 노인의 의견을 얼마나 잘 경청하고 노인과 소통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지지적인 직원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에 속한 4개 문항 중 13번과 14번 2개 문항은 내용타당도 분석에서 책임

감 있고 지지적인 직원 영역으로 분류되었던 문항이고, 30번과 31번은 내용타당도 

분석에서‘의사소통과 정보’영역으로 분류되었던 영역이나 정보 영역이 경험 측정 

지표의 별도 문항으로 분류되면서‘의사소통’영역이‘책임감 있고 지지적인 직원’

영역으로 포함 되었다. 2번 요인의 고유 값은 2.392이며, 전체 변량에 대해 17.08%

의 설명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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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요인은‘참여와 선호반영’영역으로 명명하였으며, 5개 문항이 포함되었고 5개 

문항 모두 .50이상의 요인적재량을 보였으며, 4개 문항이 .60 이상의 요인적재량을 

보였다. 해당 문항은 43번‘원하는 프로그램(그림, 노래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27번‘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영화관람, 종이 접기 등 유익한 

프로그램이 충분히 제공됩니까?’, 38번‘어르신이 원할 때 가족/친구와 언제든지 통

화할 수 있습니까?’, 33번‘직원들이 어르신의 질문에 대답을 잘 해줍니까?’, 41번

‘원하는 옷을 자유롭게 입을 수 있습니까?’등으로 노인이 시설 내에서의 선호하는 

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노인의 질문사항에 적극적으로  대답해주고 옷 

입기, 가족과 전화 걸기 등을 자유롭게 해 주면서 노인의 선호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는 영역으로 요인 명을‘참여와 선호반영’으로 명명하였다. 

  27번 문항은 내용타당도 분석 시‘정신적 안녕감’영역으로, 33번 문항은 의사소

통과 정보 영역으로 분류되었던 문항으로‘참여와 선호반영’영역으로 통합되었으며, 

나머지 세 개 문항은 내용타당도 분석에서도‘참여 및 선호반영’영역에 포함되었던 

문항이었다. 고유 값은 2.294이며, 전체 변량의 16.38%의 설명력을 보였다.

4. 최종 지표의 기술통계 및 신뢰도

  지표의 평균값은 3.35였으며, 참여와 선호반영 요인이 3.47, 지지적인 직원 요인이 

3.34, 돌봄(처치)의 안전성 및 전문성 영역이 3.24 순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0.48~0.62에서 분포하였으므로 평균과 표준편차 모두 정규성을 유지 하였다(표 12). 

또, 왜도는 .623~ 1.454, 첨도는 .177~ .735로 SPSS에서는 왜도가 절대값 2이상이

거나, 첨도가 절대값 4 이상(SPSS)일 경우 정규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본 

지표의 경우 모두 수용 가능한 범위였다(김주환 외, 2009; Curran et al., 1996; 

Kline, 2005).

  최종지표 14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일관성을 측정한 결과 전체 14

문항의 Cronbach’s α 값이 .814이었으며, 각 하부 요인별로는 돌봄(처치)의 안전

성 및 전문성 요인은 .740, 책임감 있고 지지적인 직원 요인은 .719, 참여와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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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문항 수 최소값 최대값
Mean

(SD)
왜도 첨도

Cronbach’s 

α

장기요양

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

14 1.64 4.00
3.35

(0.48)
-.902 .735 .842

돌봄

(처치)의

안전성 및 

전문성

5 1.20 4.00
3.24

(0.62)
-.623 -.218 .757

지지적인 

직원
4 1.50 4.00

3.34

(0.59)
-.877 .177 .719

참여와 

선호 반영
3 1.20 4.00

3.47

(0.57)
-1.454 .342 .708

반영 요인은 .709 이었다. 잘 만들어진 심리사회 측정도구에서는 내적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0.8이 수용 가능한 가장 낮은 값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으나 새로 

개발된 심리사회적 도구의 경우 .70이상이면 수용할 만한 수준으로 본다(이은옥외, 

2009; Nunnally, 1978). 따라서 본 예비지표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수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표 12). 

표 12. 최종 지표의 기술통계 및 내적 일관성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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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상관계수

전체 .714 (p<.001)

돌봄(처치)의 안전성 및 전문성 .609 (p<.001)

책임감 있고 지지적인 직원 .633 (p<.001)

참여와 선호반영 .475 (p<.001)

5. 최종지표의 준거 타당도 및 평가자간 신뢰도 검증

1) 준거타당도 검증  

  

  최종 지표를 이용한 조사에서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 측정 지표의 총점

은 56점 만점에 평균 46.90±6.68(4점 만점에 평균 평점 3.35±0.48) 로 장기요양

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은 보통 이상이었다. 한편 단축형 한국어판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만족도척도(CSI-SF)도구를 이용한 만족도 총점은 63점 만점에 평균 47.48±  

11.99(7점 만점에 평균 평점 5.28±1.33)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CSI-SF 도구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918 이었고, 9개의 하

부 항목의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는 0.431~0.778로 나타났다. 개발 당시 전체 

항목의 Cronbach’s α 값도 .918 이었다(김용석, 이은영, 고경은 외, 2007).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 측정 지표와 CSI-SF 총점

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γ=.714, p<.001). 장기요양시

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 측정 지표 3개 하부 영역의 점수와 CSI-K 총점과의 상관관

계도 돌봄(처치)의 안전성 및 전문성 영역(γ=.609, p<.001), 책임감 있고 지지적인 

직원 영역 (γ=.633, p<.001), 참여와 선호 반영 영역(γ=.475, p<.001)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표 13).

표 13.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측정 지표와 CSI-SF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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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일치도 가중 Kappa ICC

1 90 0.753 0.938

2 90 0.766 0.975

3 90 0.760 0.969

4 85 0.767 0.979

7 90 0.877 0.969

13 100 1.000 1.000

14 95 0.896 0.976

27 85 0.783 0.891

30 95 0.923 0.973

31 90 0.906 0.974

38 95 0.936 0.987

41 90 0.880 0.977

43 95 0.643 0.791

2) 평가자간 신뢰도 검증(inter-rater reliability)

  본 연구의 평가자간 신뢰도 검정 결과 일치도 통계는 85~100%, 가중 Kappa값은 

0.643~1.00(p<.001), ICC는 0.791~1.00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표 14).

일치도 검정은 채점 점수가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경우 일치도 통계방법을 이용해

서 분석하는데 80% 이상인 경우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Kappa 값은 일치

도 통계에서 우연에 의한 확률을 제거하고 평가자의 일치도를 추정하는 코헨(Cohen)

의 카파(Kappa) 계수 방법으로 0.61~0.80은 상당한 일치도, 0.81에서 0.99는 거의 

완전한 일치도로 해석할 수 있다(Landis & Koch, 1977; 이은옥 외, 2009, Gisev, 

Bell & Chen, 2013). 이때 척도가 2점 척도 이상일 경우는 가중 카파 (Weighted 

Kappa) 계수를 사용한다(Armitage & Berry, 1995). 

  또, ICC의 경우 관측 값의 변이중에서 실제 점수에서 대상자간 변이가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된다. ICC는 0과 1 사이의 값을 지니며 모든 측정자가 각 문항에 같은 

점수를 주면 ICC 값이 커진다. 이는 측정자간 상관관계 뿐 아니라 점수 차이를 반영

하고 있어 매우 유용한 신뢰도 계수이며 80% 이상이면 매우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이은옥 외, 2009; Nunnally, 1978 ).

표 14. 평가자간 신뢰도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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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측정지표의 확정

  위와 같은 개발과 검증 과정을 거쳐 돌봄(처치)의 안정성 5문항(1번~5번), 지지적

인 직원 4문항(6~9번), 편안한 환경 5문항(10~14번) 등 3개 요인으로 구성된 장기

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 측정지표를 완성하였다(표 15). 

  본 지표는 4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며, 지표의 점수는 각 문항의 응답점수를 합하

여 산출한다. 점수의 범위는 4점~56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장기요양시설 노인

의 서비스 경험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본 지표는 전체 문항을 합하여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을 산출하거나, 각 하위 영역에 속하는 문항들의 점수를 합하여 

돌봄(처치)의 안정성, 지지적인 직원, 노인의 선호반영을 측정하는 하위 척도로 사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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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혀 

아니

다

　 　

매우

그렇

다

돌봄

(처치)의 

안전성 

및 

전문성

1
어르신이 아프면 즉시 치료해 주거나 병원

에 데려다 줍니까?
1 2 3 4

2
간호사나 다른 직원들이 전문가라고 생각 

하십니까? 
1 2 3 4

3
간호사나 다른 직원들이 어르신의 질병이나 

기능 상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1 2 3 4

4
간호사는 새로운 약을 줄 때 약의 이름,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을 해 줍니까? 
1 2 3 4

5
어르신이 씻기, 이동 등의 도움이 필요할 

때 즉시 도와줍니까? 
1 2 3 4

책임감  

있고 

지지적인 

직원

6
직원들이 어르신에게 공손하고 친절하게 

대합니까?
1 2 3 4

7
어르신을 만나면 직원들이 먼저 “안녕하세

요? 라고 반갑게 인사합니까?
1 2 3 4

8 직원들이 어르신 의견을 존중합니까? 1 2 3 4

9
불만사항이 있을 때 부담 없이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1 2 3 4

참여와  

선호

반영

10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영화관람, 

종이접기 등 유익한 프로그램이 충분히 

제공됩니까?

1 2 3 4

11
직원들이 어르신의 질문에 대답을 잘 해 

줍니까?
1 2 3 4

12
어르신이 원할 때 가족/친구와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습니까?
1 2 3 4

13 원하는 옷을 자유롭게 입을 수 있습니까? 1 2 3 4

14
원하는 프로그램(그림, 노래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1 2 3 4

표 15.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 측정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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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 의

A. 방법론적 측면

  본 연구는 개념도 방법을 통한 구성요인 규명과 예비지표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는 단계로 수행되었으며 방법론적 측면에서 아래와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인지기능이 손상되거나 치매가 있는 노인의 경우도 그들의  

선호뿐 아니라 그들이 받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나 경험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Gerritsen 등, 2007; Stephens 등, 2014; Kehyayan 등, 

2015). 본 연구에서 개발된 최종 지표의 신뢰도를 평가하였을 때 전체 대상자의   

경우 Cronbach’s α=.842로 높게 나타났다. MMSE 점수 19점 이하인 노인

(N=88, Cronbach’s α=.847)과 MMSE 점수 20점 이상(N=112, Cronbach’s 

α= .829)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중등도의 인지손상이 있는 노인의 경우에도 서비

스 경험에 대한 설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신뢰도와 타당도에 있어서 인지손상이 없는  

대상자와 차이가 없으므로 근거 없이 설문에서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였다(Norton et al., 1996; Sangle et al., 2007).

  둘째, 본 연구에서는 구성요인 규명을 위해 개념도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노인의 관

점에서 노인의 생생한 언어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러나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진술

만으로는 시설에서의 서비스 경험의 구성요인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기 어렵다고 판단

하여 개념도 방법에서 도출된 구성요인을 기본으로 하여 선행연구 및 기존 도구들의 

구성요인을 검토하여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로 7개 구성요인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개념도 방법에서 도출된 진술문과 기존도구의 문항들을 7개의 분류에 따라 재배치 한 

후 최종 68개의 예비문항을 선정한 후 전문가 타당도 검사를 실시하여 최종 47개의 

예비문항을 선정하였다. 그런데 전문가 타당도 검사 결과 전문가의 전공이나 직업에 

따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들이 다르게 나타난 것을 볼 때 노인 뿐 아니라 시설 관

계자, 보험자, 가족 등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고 가족용 도구도 따로 개발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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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실제로 기존 장기요양시설 경험 측정도구의 경우 대부분 가족

용과 노인용이 묶음으로 개발되어 있다(Ejaz 등, 2003: Sangle, 2007; Nadkarni, 

2015; Triemstra, 2010). 

  셋째, 본 연구에서는 스크리 검사법, 카이저 규칙(eigenvalue>1)의 법칙 외에 

PA(Parallel Analysis) 등 복합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요인의 수를 결정하였다. PA는 

표본과 변수의 수가 실제 자료와 유사한 일련의 무작위로 생성된 자료를 사용하여  

요인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비확률적 요인(nonrandom factors)이 존재 한다면 실제 

자료에서 분석된 고유치 값이 무작위로 생성된 자료의 고유치 값보다 클 것이라는  

것이 가정을 전제로 한다(Schmitt,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작위 데이터   

세트 1,000개, 100개의 무작위 상관행렬, 95 percentile 고유치 값을 선택하여 PA

를 실시하여 무작위 자료에서 계산된 고유치 값과 실제 자료의 고유치 값을 비교하였

으며, 3개의 요인 에서 실제 자료의 고유치 값이 더 컸으므로 3개의 요인을 추출하였

다(O’conoor, 2000; Patil, Singh, Mishra, & Donavan, 2007; Patil, Singh, 

Mishra, & Donavan, 2008). 요인 수의 결정은 탐색적 요인 분석의 결과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다중의 범주를 적용

해야 한다(Henson & Roberts, 2006). 그러나 PA가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요인 수

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정확한 방법 중 하나이며, 검증된 절차이고 통계학자들에 

의해 널리 추천되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통계패키지에 PA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은 카이저의 법칙(eigenvalue>1) 등의 간단하고도 불완전

한 요인 수 결정방법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Henson & Roberts, 2006; 

O’conoor, 2000). 실제로 국외 연구에서도 PA를 활용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Henson & Ronertson, 2006; Reio & Shuck, 2015), 국내 간호학회지에 보고된 

연구로는 Chae et al. (2012)가 유일하였다. 따라서 탐색적 요인분석의 요인 수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PA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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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결과 측면

  본 연구는 외국의 도구를 한국 장기요양시설 노인에게 사용할 때 발생하게 되는  

제한을 극복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모두 평가하면서도 문항수가 너무 많지 않고(엄명

용 등, 2005) 응답하기 쉬운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 측정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최종 지표는 돌봄(처치)의 안정성 및 전문성 요인, 책임감 있고   

지지적인 직원 요인 및 참여 및 선호반영 요인의 3가지 요인, 14개 문항으로  확정  

되었다. 본 연구결과 측면에서의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요인분석을 통한 요인 축소 과정에 요인이 7개에서 3개로 축소⋅통합되었으

나 핵심 개념은 유지되었다.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의 기본 개념은 개념도 

방법과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인 QFRC에 따른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돌봄(처치)

의 안전성과 전문성, 신체적 안녕감, 책임감 있고 지지적인 직원, 편안한 생활환경,  

정신적 안녕감, 의사소통과 정보, 참여와 선호반영 등의 7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었으

나,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요인 수를 축소한 결과 최종 3개 요인으로 통합, 재구

성되었다. 각 요인에 속한 문항들을 검토한 결과 돌봄(처치)의 안전성 및 전문성,   

책임감 있고 지지적인 직원, 참여 및 선호반영 등 3개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각 요인 별로 살펴보면 주성분 분석 과정에서 돌봄(처치)의 안전성 및 전문성 요인

은 예비 지표의 4개 문항이 모두 유지되었으며, 신체적 안녕감 요인 중‘어르신이 씻

기, 이동 등의 도움이 필요할 때 즉시 도와줍니까?’문항이 돌봄(처치)의 안정성 및 

전문성 요인에 통합되었다. 이는 본 연구의 우리나라 장기요양시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개념도 방법에서 돌봄(처치)의 안전성 및 전문성 요인이 가장 중요도가 높게 나타

난 것을 반영하며, 국외의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 측정 도구의 경우에도 

돌봄(처치)의 안전성 및 전문성 요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과도 일치하였다

(Sangle et al., 2007; Norton et al., 1996; Triemsrta et al., 2010). 

  한편 신체적 안녕감 요인의 음식/식사 시간 관련 문항, 편안한 생활환경 요인의   

채광, 환기, 산책 공간, 사생활 보호, 소유물의 안전한 보관 등의 문항은 제외되었는데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이 50인 이상, 간호사 1인 이상 근무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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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이었기 때문에 위의 문항들의 변별력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 사생활 보호 및 혼자 있을 공간 유무 등과 같은 문항은 서양의 지표들

에서는 꼭 포함되는 문항이나 우리나라 노인의 경우 오히려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워  

하거나 동성끼리 같은 방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않는 등 문화적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본 연구의 예비지표는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 측정 지표로서 케어의 

질 뿐 아니라 삶의 질 영역을 포함 하였는데 최종 지표에서 제거된 요인과 문항을  

살펴보면 삶의 질 영역 중 안전, 종교적 욕구, 사생활 보호 등은 제거되었고 자율성/

선호 반영, 의미 있는 활동 등의 영역은 유지되었으며, 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케어   

받기, 직원들의 공손하고 존경심 있는 태도, 기다림 없이 케어 받기, 직원과의 의사 

소통 등 케어의 질과 관련된 영역도 그대로 유지되었다(Sangle et al. , 2007). 이는 

문항 수가 축소되면서 삶의 질이나 만족도 측정도구와 차별되는 반응성과 선호반영 

등 경험측정 지표의 특성이 보다 많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직원들이 어르신에게 공손하고 친절하게 대합니까?’및‘어르신을 만나면  

직원들이 먼저“안녕하세요?”라고 반갑게 인사합니까?’등의 책임감 있고 지지적인 

직원 요인에‘직원들이 어르신의 의견을 존중합니까?’와‘불만사항이 있을 때 부담 

없이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등의 의사소통과 정보 요인이 통합되었으며, 참여 및 

선호반영 요인에‘유익한 프로그램이 충분히 제공됩니까?’의 정신적 안녕감 요인 및 

‘직원들이 어르신의 질문에 대답을 잘 해 줍니까?’의 의사소통과 정보 요인이 통합

되었다. 즉 요인의 수는 7개에서 3개로 축소되었으나 편안한 생활환경 1개 요인을 제

외하고는 6개 요인이 3개 요인으로 통합되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요인의 수가 축소되고 통합되면서 편안한 생활환경 요인과 같은 물리적   

요소를 측정하는 문항은 제외되었으나 환자 중심성, 반응성, 환자의 선호 반영 등   

환자 경험의 핵심 개념을 측정하는 요인들은 유지되었으므로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관점에서 서비스 경험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질 향상 활동에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측정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Wolf et al., 2014; Triemstera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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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카이제곱 검정과 RMSEA를 통해 모형적합도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확인적 요인분석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적합도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주성분 분석을 활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개발된 최종 3요인 모델에  대해서  

요인추출 방법을 최대우도법으로, 회전방법을 직접 오블리민으로, 요인 수를 3으로 

하여 검증한 결과 카이제곱 값 48.558, 자유도 52, 유의수준 .610(p>.05), 절대 모

형적합지수 RMSEA≒0으로 현재 추출된 요인이 측정변수 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설

명하는 적합한 모델임이 검증되었다. 그러나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

로  다른 표본으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Devillis, 2012). 

  본 연구에서는 별도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추가로 실시할 만큼의 표본 수를 확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대우도법과 RMSEA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따라

서 향후 다른 장기요양시설 노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 측정 

지표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서 잠재변수와 관측 변수 간의 관계 및 잠재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하여 측정지표의 수렴 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을 검증하고, 카이제곱 

검정 및 RMESA이외의 다른 모형적합도 검사(GFI, CFI, RMR)들도 실시하여 다양

한 측면에서 측정 지표의 타당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우종필, 2012). 

  셋째, 본 연구에서는 최종 지표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검사와 평가자간 신뢰도 

(inter-rater reliability) 검사를 실시하여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도구의 Cronbach’s α 값이 .814 이었으며, 하부 요인별로는 돌봄(처치)의 안전성 

및 전문성 요인은 .740, 책임감 있고 지지적인 직원 요인은 .719, 참여와 선호반영  

요인은 .709 이었다. 이는 모두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으며, 미국의 NCAHPS 

(Cronbach’s α=.60~.80), 캐나다의 LSRE(Cronbach’s α=.39~.89), 네덜란드

의 CQ Index for LTC(Cronbach’s α=.60~.89) 등 선행연구에서의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 측정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본 지표의 

경우 항목 제거 시 신뢰도가 올라가는 항목이 없었으며, 모든 문항의 문항-전체 항목 

간 신뢰도도 0.3이상 0.7미만이며(표 9), 모든 하부 영역의 내적 일관성 계수가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서 안정적인 신뢰도를 보여주었다(Sangle, 2007; Triemstra 

등, 2010; Norton 등, 1996)(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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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1회만 측정함으로써 두 번 이상의 시점에서 반복 측정

을 하고 그 측정치의 안정성 혹은 일관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신뢰도의 본질과는 차이

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방법이 필요하다. 그런데 검사-재검사 방법은 서비스  

경험이라는 개념의 특성상 측정 간격 사이에 학습/태도변화/성숙효과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시설 거주 노인에게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엄명용,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측정 

지표의 동등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자간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또, 본 지표  

개발 시 자료수집 기간의 제한으로 연구자와 6명의 연구보조원이 조사를 실시하였으

므로 평가자간 신뢰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였다(이은옥 외, 2009). 

  본 연구에서는 일치도, 가중 Kappa값, ICC로 검증하였고, 일치도 85%~100%,  

가중 Kappa값 .643~1.00, ICC .791~1.00이상이었고, 특히 ICC는‘43번’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9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었다(표. 14). 이는 

Kim et al.(2014)의 장기요양시설 노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판 interRAI 측정도구

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에서 가중 Kappa값은 일치도 .84~1.00, 가중 Kappa값 

.67~1.00, ICC .73~1.00으로 본 연구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가중 Kappa값

과 ICC 값이 각각 .643과 .791로 비교적 낮게 나온 문항은 43번 문항‘원하는 프로

그램(종이 접기, 그림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지만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경우 긍정적인 응답으로 표시한 경우와 참여하지   

않으므로 부정적으로 응답한 평가자가 있어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이런 종류의 문항에 대한 응답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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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연구의 의의

  

1. 간호 실무 측면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경험 측정 결과에 따라 노인의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문제

점들을 도출하여 노인을 돌보는 간호 인력에 대한 적절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기요양시설 거주 노인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는 장기요양시설의 케어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2. 간호 연구 측면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경험 조사 및 중재 연구에 기초를 제공한다. 특히, 노인의   

경험과 케어의 질 지표와의 상관관계 및 간호사와 관련된 경험과 케어의 질 및 노인

의 삶의 질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의 기초를 제공한다.

3. 간호 교육 측면

  환자 중심성 개념에 입각한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경험에 대한 노인간호학 교과과정 

개발에 기초를 제공하며, 장기요양시설 거주 노인의 케어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실증적 기초(empirical basis)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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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 측정 지표를 개발하고, 타당도와 신뢰

도를 검증하는 방법론적 연구이다. 내용타당도, 구성타당도, 준거타당도, 신뢰도 검증 

등 복합적인 검증 단계를 거쳐 표준화된 도구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최종 지표는 돌봄(처치)의 안전성 및 전문성 5문항, 책임감 있고 지지적인 

직원 4문항, 참여와 선호반영 5문항 등 3개의 하위 영역을 가진 총 14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4점 리커트 척도로서‘전혀 아니다(1점)’부터‘매우 그

렇다(4점)’로 평가한다. 장기요양 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 측정 지표 점수는 각 문

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을 의미한

다.  본 지표를 사용하여 측정된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 지표의 평균값은 

3.35점으로 비교적 높았으며, 하위 영역별로는 참여와 선호 반영 영역이 3.47점, 책

임감 있고 지지적인 직원 영역이 3.34점, 돌봄(처치)의 안전성 및 전문성 영역이 

3.24점 순이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 측정지표는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첫째, 노인이 쉽게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 측정

지표 개발을 통하여 노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서비스 경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 측정 지표 평가 결과를 즉각적으로 질   

향상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 측정 지표를 장기요양시설의 질 관리 지표나

프로그램 효과 평가를 위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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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충남 지역 8개의 장기요양시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것

이므로 기관 특성에 따라서 연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역별, 규모별, 장기

요양기관 평가 등급별로 대상을 넓혀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발된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 측정 지표의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제안한다.

  셋째,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 측정 지표는 인지기능이 중등도 이상인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가족용 서비스 경험 측정 지표의 개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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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번호 성별 연령
입소기간

(months)
등급3) MMSE(점수)

1

1 여 72 35 4 30

2 여 81 59 2 16

3 여 89 129 4 22

4 여 93 129 4 25

2

5 여 83 19 2 19

6 여 77 7 3 28

7 여 84 38 2 29

8 여 87 17 3 25

9 여 82 53 2 30

3

10 여 89 17 3 23

11 여 81 8 4 23

12 남 76 37 4 23

13 여 73 11 4 18

14 여 81 2 3 20

평균±표준편차       82.08±5.95  40.07±39.92  

                     

3.14±0.83 23.64±4.32

부록 1. 

부록 1. 개념도 방법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3) 등급: 장기요양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1등급(95점이상)~5등급(45점이상 51점 미만) 

으로 나뉘며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도가 높음을 뜻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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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부록 2. 개념도 방법에 의한 다차원 척도분석 결과(1*2 차원) 

<차원 분석 결과>

  14명의 연구 참여자들이 62개 진술문에 대해 분류한 결과를 집단 유사성 행렬의 

형태로 만들어 다차원척도법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2차원 개념도 제작에 적합한 합

치도(Stress)는  .229로 개념도 작성을 위한 다차원 척도분석에 적합한 평균 범위인 

0.205~0.365 구간에 속하였으므로 본 연구서 나타난 합치도는 이 기준을 충족시키

는 것으로 볼 수 있다(Kane & Trochim, 2007). 또한 본 연구에서 회귀분석의 결정

계수와 유사한 다차원 척도법의 모형 적합도 지수인 RSQ는 .6 이상인 .889로 모형

의 설명력이 좋은 편임을 할 수 있다. 

  차원의 수를 2개로 설정한 후, 62개의 진술문들을 x, y 지도위의 점으로 표시하며 

위의 다차원 분석 결과와 같다. 2차원 상에서 가까이 위치한 진술문은 연구 참여자들

이 서로 유사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멀리 위치한 진술문은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

음을 의미한다. 1차원(x축)과 2차원(y축)의 정적인 방향과 부적인 방향의 양극단에 

위치한 진술문은 다음과 같다. 

  1차원의 양극단에 있는 진술문을 살펴보면 서비스 경험의 기능과 관련된 속성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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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는  진술문으로 1차원의 정적인 방향은 참여 중심 서비스 차원, 부적인 방향은 

돌봄 중심 서비스 차원으로 명명할 수 있다. 먼저 정적인 방향에 있는 진술문으로는 

‘가족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나를 면회할 수 있다’,‘가족, 친구와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다’,‘원하는 프로그램(그림, 노래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방은 생

활하기에 충분히 넓다’,‘내 방에서는 마음대로 환기를 시킬 수 있다’등과 같이  

능동적이며 대상자의 참여가 중심이 되는 진술문이 주가 되고 있다. 반면 부적인 방

향에 있는 진술문들은‘시설 안에서 편하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다’,‘내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영화관람, 종이 접기 등 유익한 프로그램이 제공된

다’,‘샤워 시간이 충분히 여유가 있다’,‘정기적으로 의사선생님이 진찰해 준다’ 

등과 같이 수동적이며 돌봄 중심 서비스 관련 진술문 위주로 분포되어 있다. 

  2차원의 양극단에 있는 진술문을 살펴보면 서비스 경험의 내용과 관련된 속성을 나

타내는  진술문으로 1차원의 정적인 방향은 물리적 서비스 차원, 부적인 방향은 정서

적 서비스 차원으로 명명할 수 있다. 먼저 정적인 방향에 있는 진술문으로는 ’빨래, 

청소 등을 도와준다’,‘시간에 맞추어 간식과 음식을 준다’,‘규칙적으로 목욕 시켜

준다’,‘물리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햇빛을 마음껏 볼 수 있다’등과 같이 

실질적이고 물리적 서비스가 주로 분포되어 있다. 반면 부적인 방향에 있는 진술문들은

‘생일 잔치를 해준다’,‘내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사생활이 보장된다’,

‘돌봐주던 선생님들이 시설을 그만둘 때는 미리 알려주어 작별인사를 할 수 있다’, 

‘불만사항이 있을 때 부담 없이 이야기 할 수 있다’등과 같이 정신적이며 정서적인 

서비스 위주로 분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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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부록 3. Ward 연결을 사용한 덴드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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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진술문 평균

범주1 돌봄과 처치의 안전성 (Safety Care & Treatment) 4.72

6 아프면 즉시 병원에 데려다 주거나 치료해 준다 4.93

34 목욕 시켜줄 때 꼼꼼하게 정성껏 해 준다 4.93

39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전문가라서 믿을 수 있다 4.93

40 필요한 물리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 4.86

44 정기적으로 의사선생님이 진찰을 해 준다 4.86

4 삼시 세끼 따뜻한 밥을 차려준다 4.79

16 선생님을 부르면 바로 바로 와준다 4.79

35 원장선생님이 새로 들어오는 선생님들 교육을 철저하게 시킨다 4.79

27 원장님이 새로운 직원이 오면 우리에 대해서 인계를 잘 해 준다 4.5

30 돌봐주는 선생님들이 자주 바뀌지 않는다 4.36

41 샤워 시간이 충분히 여유가 있다 4.21

범주2 책임감 있고 지지적인 직원(Responsible & Supportive Staff) 4.65

17 선생님들이 나를 좋아해 준다 4.93

58 선생님들이 차별하지 않는다 4.93

5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대해 준다 4.86

19 선생님들이 부탁을 하면 바로 바로 들어 준다 4.86

25 규칙적으로 목욕을 시켜준다 4.86

32
목욕, 배변 등을 도와줄 때 선생님들이 힘들어도 내가 미안해하

지 않도록 당연히 할 일이라고 괜찮다고 안심시켜 준다
4.86

49 선생님들이 나를 존중해준다 4.86

3 선생님들이 위로해 준다 4.71

18 선생님들이 나에게 고맙다고 하고 칭찬해 준다 4.71

31 선생님들이 너그럽다. 4.71

54 내가 불렀을 때 선생님들이 언제나 대답을 잘 해 준다 4.64

23 선생님들이 항상 변함없는 태도로 대해준다 4.57

22 선생님들이 ‘고맙다’, ‘반갑다’는 말을 자주 해 준다 4.43

45 내 담당선생님이 아니라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준다 4.29

21
아침에 만나면 선생님들이 먼저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안부를 물어 준다
4.14

8 불편한 것이 없는지 선생님들이 먼저 물어봐 준다 4

부록 4. 

부록 4. 개념도 분석 결과 범주 및 범주 내 포함 문항(중요도 평정결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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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진술문 평균

범주3 편안한 생활 환경(Comfort of Living Environment) 4.55

53 시설이 공기 좋은 곳에 있다 4.93

62 햇빛을 마음껏 볼 수 있다. 4.79

59
내 수준에 맞는 대화상대가 있어서 매일 매일 대화를 할 수 있

다.
4.71

9 시간에 맞추어 간식과 음식을 준다 4.57

28 함께 사는 노인 중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다. 4.57

2 빨래, 청소 등을 도와 준다 4.5

42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산책 공간이 있다 4.5

43 베란다가 있다 4.5

36 취미가 비슷한 친구가 있어서 자주 어울린다 4.43

37 식사가 입에 맞는다. 4

범주4 정신적 안녕 (Mental Well-being)   4.37

20 내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4.93

14
시설 안에서 편하게 종교 활동(예불, 미사, 예배, 기도 등)을   

할 수 있다
4.29

26 영화관람, 종이 접기 등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준다 4.29

55 내가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볼 수 있다 4.29

범주5 존중과 의사소통(Respect & Communication) 4.45

61 불만사항이 있을 때 부담 없이 이야기 할 수 있다 4.64

38 사생활이 보장된다. 4.57

56
돌봐주던 선생님들이 시설을 그만둘 때는 미리 알려주어 작별인

사를 할 수 있다
4.5

24 먹고 싶은 음식을 말하면 그 음식을 해 준다 4.14

13 생일잔치를 해 준다 4

부록 4. 개념도 분석 결과 범주 및 범주 내 포함 문항(중요도 평정결과 포함)(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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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진술문 평균

범주6 참여와 선호반영(Participation & Patient’s Preference) 4.21

10 가족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나를 면회할 수 있다 4.79

11 가족, 친구와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다 4.57

33
보고 싶은 친구에게 오라고 연락하면 친구가 언제든지 시설을 

방문할 수 있다 
4.5

51 내 방에서는 마음대로 환기를 시킬 수 있다. 4.5

60 실내 온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4.5

15 원하는 옷을 자유롭게 입을 수 있다 4.36

52 외출하고 싶으면 가족에게 연락해서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4.36

1 의지할 사람이 있다 4.29

48 방은 생활하기에 충분히 넓다 4.29

7 자원봉사자들 도움으로 정기적으로 쇼핑이나 외식하러 나갈 수 있다. 4.14

46 음식을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다 4.14

12 원하는 프로그램(그림, 노래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4.07

57 식사를 하기 싫을 때는 식사시간이 지나도 나중에 식사할 수 있다 4.07

29 가족이 가져온 음식을 같이 사는 노인들과 나누어먹을 수 있다 4

47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날 수 있다 3.43

50 저녁식사 후에도 원하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3.43

부록 4. 개념도 분석 결과 범주 및 범주 내 포함 문항(중요도 평정결과 포함)(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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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부록 4.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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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요인

1 2 3

43 .594

38 .558

27 .500

33 .474

41 .421

3 -.727

1 -.666

2 -.612

4 -.470

7 .321 -.325

30 -.706

13 -.584

31 -.473

14 -.417

초기 고유값 4.645 1.546 1.074

분산% 33.176 11.044 7.670

누적분산% 33.176 44.22 51.890

부록 6.

부록 6. 최대 우도법과 직접 오블리민 회전방법에 의한 요인분석(패턴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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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부록 7. 최대 우도법에 의한 스크리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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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연구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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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연구 대상자 설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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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연구대상자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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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예비지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위논문  

  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어르신의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구성요인 규명을 위한 개념도 연구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장기요양  

  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설문지입니다. 귀하께서 주신    

  고견은 장기요양시설의 질 향상을 위한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을 측정   

  하는 도구개발에 귀중한 자료로 쓰일 것입니다.

설문 내용의 응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익명성이 보장되며, 위의 학문적 연구목적  

  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만약 연구에 참여를 원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이 설문은 약 15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조사자가 여러분에게 설문내용과 답지를  

  읽어드릴 것이니 해당 내용에 대해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박사과정 

최형심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경험 측정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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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읽어드리는 문항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해당

없음

1. 어르신이 아프면 즉시 치료해   주거나 병원에 
데려다 줍니까?

① ② ③ ④ ⑤

2. 간호사나 다른 직원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간호사나 다른 직원들이   어르신의 질병이나 기능 
상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4.   간호사는 새로운 약을 줄   때 약의 이름,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을 해 줍니까? 

① ② ③ ④ ⑤

다음 읽어드리는 문항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해당

없음

5. 원할 때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까? ① ② ③ ④ ⑤

6. 필요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7. 어르신이 씻기, 이동 등의 도움이 필요할 때 즉시 도

와줍니까? 
① ② ③ ④ ⑤

8. 시간에 맞추어 따뜻한 밥과 간식을 준비해 줍니까? ① ② ③ ④ ⑤

9. 식사가 입에 맞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10. 식사시간이 지나도 음식을 먹고 싶을 때 음식을 제공

해 줍니까? 
① ② ③ ④ ⑤

11. 음식을 원하는 만큼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다음 읽어드리는 문항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해당

없음

12. 직원들이 어르신을 좋아한다고   느끼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3. 직원들이 어르신에게 공손하고   친절하게 대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14. 어르신을 만나면 직원들이   먼저 “안녕하세요? 라
고 반갑게 인사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15. 배설을 위한 도움(이동, 기저귀 교환 등)이   필요할 
때 늦지 않게 도와줍니까?

① ② ③ ④ ⑤

A. 돌봄(처치)의 안전성과 전문성

B. 신체적 안녕감

C. 책임감 있고 지지적인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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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읽어드리는 문항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해당  

없음

16. 실내에 햇볕이 잘 들어옵니까? ① ② ③ ④ ⑤

17.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베란다나 산책공간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18. 환기가 잘 됩니까? ① ② ③ ④ ⑤

19. 실내온도가 적절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20. 시설 어르신 중 대화상대가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1. 시설 어르신 중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2. 옷 갈아입을 때나 기저귀 교환 시 칸막이로 가려서
사생활을 보호해 줍니까?

① ② ③ ④ ⑤

23. 어르신이 원할 때 혼자 계실 공간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4. 시설이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5. 어르신의 물건이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다음   읽어드리는 문항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해당  

없음

26. 시설 안에서 편하게 종교 활동(예불,   미사,   예배,  
기도 등)을 할 수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7.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영화관람, 종이접기
등 유익한 프로그램이 충분히 제공됩니까?

① ② ③ ④ ⑤

28. 시설 내에 의지할 사람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9. 시설이 집처럼 편안하다고 느껴지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다음   읽어드리는 문항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그

렇

다

매우

그렇

다

해당  

없음

30. 직원들이 어르신 의견을 존중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31. 불만사항이 있을 때 부담 없이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32. 직원들이 어르신이 불편한 것은 없는지 먼저
물어봅니까?

① ② ③ ④ ⑤

33. 직원들이 어르신의 질문에 대답을 잘 해 줍니까? ① ② ③ ④ ⑤

D. 생활환경

E. 정신적 안녕감

F. 의사소통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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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시설에서의 어르신의 권리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까? ① ②

35. 면회시간,   일과시간,   시설 규칙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까?
① ②

36 궁금한 점이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는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설명을 들었습니까?
① ②

다음   읽어드리는 문항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그

렇

다

매우

그렇

다

해당  

없음

37. 가족/친구가 원할 때 어르신을 언제든지 면회할 수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38. 어르신이 원할 때 가족/친구와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39. 어르신이 원할 때 가족/친구에게 연락해서 언제든지
외출할 수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40.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쇼핑이나 외식을
나갈 수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41. 원하는 옷을 자유롭게 입을 수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42.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볼 수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43. 원하는 프로그램(그림, 노래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44. 서비스 계획을 세우기 전에 어르신이 어떤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지 물어봅니까? 

① ② ③ ④ ⑤

45. 시설에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서 어르신이 만족하는
지 직원들이 물어봅니까? 

① ② ③ ④ ⑤

다음 읽어드리는 문항에 동의하시는   정도를 불러드리는 응답 보기에서 골라주십시오. 응답

1.   이곳의 직원은 진심으로   나를 도와주는 것 같다.

2.   만일 다시 도움이 필요하면   이곳을 이용할 것이다.

3.   내가 이곳에서 도움 받은   것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도 추천하고 싶다. 

4.   이곳의 직원은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

5   이곳의 직원은 자신들의   일을 성의껏 한다

6.   나는 이곳에서 진정으로   내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받았다.

7.   이곳의 직원은 내 심정을   이해하는 것 같다.

8.   나는 이곳의 직원에게 속마음을   털어 놓을 수 있을 것 같다. 

9.   내가 여기서 받은 도움은   기대 이상이었다.

G. 참여와 선호반영

46. 이 시설을 평가하신다면 0에서 10점(0은 최저, 10 최고) 중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점 

47. 직원들을 평가하신다면 0에서 10점 (0은 최저, 10 최고) 중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점

준거타당도 도구 (한국어판 사회복지시설 이용 만족도 조사 CSI-K short version)
응답 범주
1 = 전혀 그렇지 않다 2 = 많이 그렇지 않다 3 = 약간 그렇지 않다 4 = 보통이다 
5 = 조금 그렇다  6 = 대체로 그렇다 7 = 매우 그렇다 X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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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응답자 정보

어르신과 기관에 관한 정보는 설문조사의 분석에 도움이 됩니다. 응답해주신 내용

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1. 연령       세

2. 성별 □a. 남 □b. 여 

3. 장기요양 등급     □a. 1등급 □b. 2등급 □c. 3등급 □d. 4등급 □e. 5등급 □f. 등급 외

4. 입소일:        년     월     일

5. MMSE 점수         점

6. 교육수준  □a. 무학 □b. 초등학교졸 □c. 중졸 □d. 고졸 □e. 대졸 이상

7. 주관적 건강 상태    □a. 나쁘다 □b. 보통이다 □c. 좋다 

* 기관에 대한 정보입니다.

1.귀 기관의 입소자 수는 몇 명입니까?   

□a. 정원      명       □b. 현원      명

1. 귀 기관에서 현재 근무하는 직원은 총 몇 명입니까?      명 (원장 포함)

□a. 간호사     명□b. 간호조무사     명□c. 사회복지사     명□d. 물리치료사     명

□e. 요양보호사        명□g. 작업치료사       명   □h. 기타        명

                         -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사일자:      년      월       일                       조사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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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Patient Experience Index for 

Nursing Home Residents

                                                    Hyoungshim Choi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Backgrounds

Patient experience is the patient’s report of ‘what actually 

happens’ during the process of service delivery and the patient’s 

evaluation of his or her experience of care. Good service experience entails 

active participation of the patients in their own care and the reflection of the 

patients’ preferences as much as possible. From the 1990s, the trend has 

shifted from measuring patient satisfaction to measuring patient experience 

as an indicator of healthcare quality because of its objectiveness in recording 

of what actually happened. Also, while the existing quality measures mainly 

reflect the opinions of the family members or proxy physicians, patient 

experience measures accept the voice of the institutionalized older adult as 

the golden standard. Patient experience in the long-term care setting is 

different from that in the hospital because older adults institutionalized in 

long-term care facilities reside at the place in which they receive their car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measure not only the quality of care but also 

patients’ quality of life. Consequently, patients’ perspective of car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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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ly recognized irrespective of their cognitive limitations in measuring the 

patient experience of older adult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The 

measurement helps, in turn, improve patient experience in receiving care 

including their day-to-day experi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social 

environment, which is critical to their treatment. 

Moreover, research shows that cognitively impaired, institutionalized 

older patients are fully able to express not only their care preferences but 

also their service satisfaction and experience, supporting the validity of the 

measurement. Therefore, increasingly, long-term care facilities are working 

to create patient centered culture by utilizing various instruments such as 

patient experience indexes, satisfaction ratings, and quality of life ratings.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the measurement of patient 

experience is becoming a mandatory procedure.

Until now, indexes that measure older patients’ service experience 

have been developed extensively in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the 

Netherlands. Researchers have selected the preliminary items in these 

indexes by reviewing existing measures, conducting phone interviews with 

experts and having focus group interviews with older adults and their 

families. They finalize items and scales by cognitive test and pilot survey 

with older adults and test the indexes for validity and reliability through a 

pilot study. In developing patient experience measures for long-term care 

facilities, researchers have often developed an index for family members as 

a complement to the patient index due to difficulty in response from 

cognitively impaired patients. In the case of the Netherlands, various 

measures are developed separately for institutionalized older adults, dementia 

patients in the psychiatric ward, family members, and patients receiving 

home care. Survey method was also applied differently by group,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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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nce, conducting face-to-face interviews with institutionalized older 

patients, while mail survey with patients in the psychiatric ward. 

The subdomain of patient experience differs by how patient 

experience is defined. There is not yet a single, agreed-upon definition, but 

the recurring themes and concepts include patient (and their family)’s 

perspective, continuity of care, integrative characteristics (quality, safety, 

service), patient (and their family)’s active participation, and 

patient-centeredness. Depending on the definition, subdomains include 

autonomy, choice, communication, dignity, quality of basic living condition, 

cleanliness, information, decision-making in treatment, patient-staff 

relationship, trustworthiness, integrity, pride and passion, patient 

participation, prompt responsiveness, and personalized care. In this way, the 

definition of patient experience and the subdomains differ by country and by 

institution.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develop a measurement that is 

sensitive to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patients in the long-term care 

facilities.

Research on patient experience in the long-term care setting in 

Korea is limited to qualitative studies and there are no studies that use a 

measure that directly reflect the patients’ perspectives in their service 

experience. One method is to translate a measure developed outside of 

Korea. However, in such cases, the foreign measures often do not fit well 

with Korean practice neither reflect cultural and conceptual differences. 

Therefore, this study seeks to develop a patient experience index 

for long-term care residents in the form of a self-reported survey with 

distinguished range of recipients, tested for reliability and validity. The 

measurement of patient experience in the long-term care facility can be 

used for developing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for caregivers and st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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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ultimately contribute to improving the quality of long term care facilities 

and provide foundation for research on patient service experience in the long 

term care sett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patient experience index for 

long-term care residents and evaluate its validity and reliability. Specific 

goal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explore factors for developing patient experience measure for older  

         patients in long- term care facilities 

  Second, develop items to be included in the index.

  Third, test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existing preliminary index and  

         the final index. 

Methods and Results

In the development stage, a literature search was conducted along with 

factor identification using a concept map with 14 older adults in long- term 

care facilities. The six categories drawn from the concept mapping are a 

safety of care and treatment, responsible and supportive staff, comfortable 

living environment, psychological well-being, respect and communication, 

participation and reflection of preferences. They were combined with the 9 

domains of Quality Framework for Responsible Care (QFRC) to finalize 7 

factors for this study: safety and professionalism of care, physical 

well-being, responsible and supportive staff, comfortable living environment, 

psychological well-being,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participation and 

reflection of preferences.

Sixty-four preliminary items were develop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conceptual mapping. The items were reviewed for content validity by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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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anel of 3 professors of nursing, 2 social workers with over 7 years 

of experience, 2 nurses with over 3 years of experience, a LTCF director, 

two professors of geriatric public health, and one PhD student specializing in 

long term care. The panel selected 47 items as a result of expert’s content 

validation inventory. Forty-five preliminary items were finalized through 

conducting cognitive interviews, pilot surveys with older adult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and review by a Korean linguist. 

To test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preliminary items, I conducted 

the survey with 200 older adults in eight long-term care facilities located in 

Seoul, Gyeonggi, and Chung-nam provinces. With 45 items analyzed, I 

deleted 17 items that harm the normality and inter-item correlation and 

validity. As a result, 28 items remained for a factor analysis.

Through two rounds of primary component analysis, a total of 14 items 

and 3 factors were chosen, leading to total explanation power of 51.89%. I 

conducte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using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and direct oblimin rotation to test the theoretical model. The model 

performed favorably with x2=48.558,df=52, level of significance=0.610 (p> 

.05), RMSEA=0.

The seven factors were selected through experts’ content validation 

inventory; safety and professionalism of care(treatment), physical 

well-being, responsible and supportive staff, comfortable living environment, 

psychological well-being,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participation and 

reflection of preferences. They were reconstructed by the results of the 

factor analysis, finalizing three final factors; safety and professionalism of 

care, responsible and supportive staff, participation and reflection of 

preferences. 

Correlation with the shortened form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Cl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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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isfaction Inventory (CSI-SF) was tested for criterion validity and was 

found to be highly correlated γ= .714(p< .001), and the three subdomains 

had a correlation of γ= .475~ .633. Cronbach’s α for the total 14 items 

was .814 with subcategories showing the following scores: safety and 

professionalism of care; .740, responsible and supportive staff; .719, 

participation and reflection of preferences: .709. Inter-rater reliability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a correspondence of 85~100%, Cohen’s 

weighted kappa 0.643~1.00(p< .001), ICC 0.791~1.00.

Discussions

Methodology: This study carried out factor identification through concept 

mapping and testing for reliability and validity of preliminary measures. The 

methodological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confirmed that 

older adults with cognitive impairment or dementia are capable of expressing 

not only their preferences but also satisfaction and experience with the 

service they receive. Second, by using the concept map method to identify 

factors, the collected data directly reflected the perspectives of the older 

patients and items were created using their own words. However, because it 

is difficult to cover patient experience extensively with only the response of 

the institutionalized older adult, the development of a measurement for their 

family member is necessary. Third, this study used complex methods 

including the parallel analysis, apart from the Scree test and Kaiser Rule 

(eigenvalue> 1) to determine the number of factors. In the process of 

deciding the number of factors through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here is a 

need to utilize PA actively in order to improve accuracy and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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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using a 

foreign instrument on the older patients in the long-term care facility and 

create a patient experience measure that is comprehensive, yet not too long 

and easy to answer. The final measure includes 3 factors, safety and 

professionalism of care, responsible and supportive staff, participation and 

reflection of preferences, and 14 items.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process of reducing the number of factors, items that describe 

physical environment such as comfortable living environment were deleted 

and those focused on fundamental concepts of patient experience such as 

patient-centeredness, responsiveness, and preferences were retained.      

Therefore, the measure can be used to measure older adults’ experience 

and utilize the results in quality improvement initiatives. Second, although the 

theoretical model was proven to be valid through the χ2 test and RMSEA, 

further goodness of fit tests are required in various aspects including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ird, this study secured the reliability of the 

measure through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and inter-rater reliability of 

the finalized measure. However, there was an item with discrepancy between 

the raters, requiring further education on how to interpret such items. 

Conclusion

  The patient experience index for long-term care facility developed in this 

study can be utilized as follows. First, through development of a 

comprehendible and responsive patient experience index, we will be able to 

directly hear the patients’ voice and understand the degree of service 

experience. Second, results of the patient experience measurement can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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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ly used for quality improvement initiatives. Third, the measurement can 

be utilized as a quality or program evaluation measure of long- term care 

facilities.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patients in eight long-term care facilities located in Seoul, 

Gyeonggi, and Chung-nam provinc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facility 

could have affected the results of the stud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ample by region, size of the facility, and rating and test for 

reliability and validity. Second, to test the validity of the patient experience 

measurement,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is recommended. Lastly, because 

the measurement developed in the study targeted only those older patients 

with moderate cognitive impairments, the development of a patient 

experience measurement for the family member is recommended for those 

with severe cognitive impair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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