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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시설 입소노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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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ersonal, facility, and family related factors influencing the 
quality of life of elderly resident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using a convenience 
sample of 248 residents at levels I to III in 10 facilities located in Daegu and the Gyeongsangbuk-do area. Stepwise 
regression was conducted using SPSS/WIN 22.0. Results: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included adjustment 
to living in the facility (β=.26, p<.001), self-esteem (β=.24, p<.001), subjective state of health (β=.20, p=.001), 
subjection to verbal abuse by facility staff (β=-0.13, p=.005),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ithin the facility (β=.13, 
p=.026), and the level of care (β=.10, p=.040). These factors had an explanatory power of 45.3%. Conclusion: 
Findings show that factors related to the facility had greater explanatory power than personal factors of elderly 
resident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suggesting the necessity of suitable care for individual residents and intensive 
care to ease the transition of residents to living in the facility. Furthermore, a holistic nursing approach should be 
taken to help residents form positive relationships within the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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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빠른 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현

상은 단순한 인구증가 차원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과거에는 노인 부양 문제의 많은 부분

을 가족 내에서 해결해 왔으나,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인해 가족의 전통적 노인 부양 능력이 상당히 약화되

었다[1]. 이에 국가와 사회가 노인 부양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

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

험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중 하나인 장기요양 시설은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 유지 및 회복과 예방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2].

노인은 신체기능이 쇠퇴하는 노화 과정에 있으므로 전반적

으로 삶의 질이 낮아지게 된다. 장기요양 시설 입소 노인은 재

가노인에 비해 만성질환이나 기능수준의 저하로 인해 일상생

활활동에 제한이 있고, 자신이 오랫동안 살던 주거지를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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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환경에서 가족이나 친구 등 사회적 네트워크와 분리되어 

살아야 하므로 심리적인 어려움도 겪게 된다[3]. 특히 노인 스

스로 요양 시설 입소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능력이 있지만 가

족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문화 때문에 스스로 입소한 경우는 

2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2], 가족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욕구가 좌절되고 자녀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인식을 가

지게 된다[4]. 이와 같이 장기요양 시설 입소 노인들은 일반 노

인과는 다른 여러 가지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에 노출되

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노인요양 시설 입소 노인의 삶의 질 관련 변

인들을 살펴보면, 개인 변인으로는 인구학적 변인, 신체적 변

인, 심리적 변인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인구학적 변인으로는 성

별, 연령, 학력, 종교, 입소기간, 요양등급, 입소 결정자, 입소 

계기, 자녀 수, 배우자, 경제수준 등이 있었고[1,5], 신체적 변

인은 만성질병 수, 요실금 경험, 수면상태, 일상생활활동(Acti-

vities of Daily Living, ADL), 건강 상태, 규칙적인 약 복용, 

낙상경험, 골절 경험 등으로 나타났으며[1,7], 심리적 변인은 

우울, 고독감(지루함과 무력감), 자아존중감 등이 있었다[8,9]. 

요양 시설 변인으로 시설 적응, 시설 만족, 식사 만족, 대인관

계 그리고 시설 언어폭력 등이 있었다[10,11]. 그리고 가족 변

인으로는 외출 ․ 외박, 가족기능, 가족 통화, 자녀 방문 횟수, 자

녀 방문 만족, 가족 언어폭력 등이 있었다[7,11]. 

근래에는 단편적으로 실시되던 노인의 삶의 질 관련 변인 

연구에서 노인의 삶의 질 예측 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체계적인 연구[8,9,12]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의 삶의 질 

예측 요인 연구는 주로 농촌 지역 노인[8], 퇴행성관절염 노인

[9], 재활전문병원 입원 중인 뇌졸중 노인[12]을 대상으로 이

루어져 있었다. 요양 시설 입소 노인의 삶의 질 예측 요인에 대

한 연구는 Kim [1]과 Kim [5]의 연구가 있었는데, 삶의 질 관

련 변수가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지지 요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포괄적인 영향요인을 설명하는 데 제한점이 있었다. 장

기요양 시설에 적응하면서 인생 후반부를 살고 그곳에서 죽음

을 맞이해야 하는 입소 노인들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은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5]. 이와 

같이 입소 노인의 삶의 질의 중요성에 비해 어떤 요인들이 입

소 노인의 삶의 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입소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는 아

직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기요양 시설 입소 노인의 삶의 질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개인 변인, 요양 시설 변인 그리

고 가족 변인을 포함하여 다차원적인 영향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 시설 입소 노인들의 삶의 질을 이해

하는 모형 정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입소 노인들이 양질

의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마지막 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간

호중재의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장기요양 시설 입소 노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삶의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간호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목적을 설정하였다.

 장기요양 시설 입소 노인의 개인 변인에 따른 삶의 질 차

이를 파악한다.

 장기요양 시설 입소 노인의 요양 시설 변인에 따른 삶의 

질 차이를 파악한다.

 장기요양 시설 입소 노인의 가족 변인에 따른 삶의 질 차

이를 파악한다.

 장기요양 시설 입소 노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장기요양 시설 입소 노인의 개인 변인, 요양 시설 

변인, 가족 변인에 따른 삶의 질 차이를 파악하고, 삶의 질 영

향요인을 예측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구시 소재 4개, 경상북도 소재 6개 장기요양 시

설 입소 노인을 대상자로 하였다. 이를 위해 대구시와 경북 지

역의 장기요양 시설 명부를 확보하여 규모가 비슷한 시설을 

선정 후 해당 시설에 방문하여 시설장의 자료수집 허락을 받

았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요양등급 1~3등급, 자발적 의사표현

이 가능한 노인, 설문내용을 이해하고 응답이 가능한 노인, 연

구참여에 동의한 노인으로 하였다. 제외 기준은 치매 등급을 

판정받은 노인과 자발적 의사표현이 어려운 노인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회귀분

석을 위한 유의수준(⍺) .05, 검정력(1-β) .95, 효과의 크기(f) 

.15, 변인 수 22개로 하여 산출한 결과 최소 표본 수가 230명으

로 나왔으며, 노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탈락률을 예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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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명을 편의 표집 하였다. 이중 응답 불성실, 편중 응답, 그리

고 20% 이상 응답하지 않은 항목이 있는 22부를 페기하고 최

종 24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3.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위해 K대학교 생명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IRB승인(40525-201604-HR-019-01)을 받았으며 연구기간 동

안 윤리지침을 준수하였다. 연구 설명문에 수집된 자료는 연

구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비밀을 보장하며, 설문 중 항시 거부

할 수 있고 불이익 없다는 것을 제시하여 연구대상자 권리 보

호에 노력하였다. 연구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사례를 하였다.

4. 연구도구

1) 삶의 질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Kim 등[13]이 시설노인을 대상으

로 개발한 주관적 삶의 질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부적 

정서 13문항, 정적 정서 9문항, 생활만족도 8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응답 능력을 고려하여 입소 

노인의 생활 만족 정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하고 삶의 질을 대

표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생활만족도 8문항을 사용하였다. 정

서 관련 문항은 개인 변인의 심리적 변인과 중복될 우려가 있

어 사용하지 않았다. 응답 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 등[13]의 연구에서 생활만족도 신뢰도 

Cronbach’s ⍺는 .84였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는 .63이었다. 

2) 개인 변인

본 연구에서 개인 변인으로 인구사회 변인, 신체 생리 변인, 

심리 변인의 3가지 하위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1) 인구학적 변인

성별, 연령, 학력, 종교, 자녀 수, 배우자, 경제수준, 입소기

간, 요양등급, 입소 결정자, 입소 계기를 포함하여 설문지를 구

성하였다. 

(2) 신체적 변인

ADL, 주관적 건강 상태, 만성질병 수, 낙상경험, 요실금 경

험, 골절 경험, 수면상태를 포함하였다. ADL은 Won 등[14]이 

개발한 한국형 일상생활활동 도구(Korean Activities of Daily 

Living, K-ADL) 7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 범주는 ‘전적 도

움 필요 1점’, ‘혼자 할 수 있음 3점’의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활동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Won 등[14]의 연

구에서 ADL 신뢰도 Cronbach’s ⍺는 .93이었으며, 본 연구 

신뢰도 Cronbach’s ⍺는 .84였다. 

주관적 건강 상태는 Lawston, Moss, Fulcomer와 Kleban 

15]이 개발한 Health Self Rating Scale을 본 연구자가 번역하

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현재의 건강 상태 1문항, 1년 전과 

비교 1문항, 건강상의 문제 1문항, 동년배와 비교 1문항으로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 범주는 ‘전혀 아니다 1점’

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

강 상태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67이었다. 그 외 만성질병 수,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약

물 수, 낙상경험 유 ․ 무, 요실금 경험 유 ․ 무, 골절 경험 유 ․ 무, 

수면상태는 5점 척도의 단일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심리적 변인

심리적 변인은 노인 우울, 자아존중감 및 고독감으로 측정

하였다. 우울은 Kee [16]가 개발한 총 15문항으로 구성된 한국

판 노인 우울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 

Korea Version, GDSSF-K)를 사용하였다. 응답 범주는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ee [16]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는 .71이었다. 

자아존중감은 Rosenberg (1965)의 도구를 Jeon [17]이 번

안한 척도 30문항 중 10문항을 사용하였다. 사전 조사에서 노

인들이 문항 수가 많아서 응답하기 어려워했던 점을 고려하

였으며, 연구자와 노인전문간호사 2인이 대표 문항을 선정하

였다. 응답 범주는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Jeon [17]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는 .80이었다. 

고독은 Kim과 Kim [18]이 개발한 5개요인 20개 문항 중 10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친밀감 4문항, 소속감 3

문항, 정서적 상실감 3문항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 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자주 그렇다 5점’의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고독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사전 

조사에서 노인들이 문항 수가 많아서 응답하기 어려워했던 점

을 고려하여 간호학과 교수 3명이 적절한 문항을 선택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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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해 varimax 회전법을 이용한 요인분

석 결과 고유치 1 이상(고유치 4.49)의 단일 변인이 도출되었으

며 전체 분산의 44.9%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50~.73의 

요인 부하량을 나타내어 측정도구는 적절하게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Kim과 Kim [18]이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고독감 신뢰도 Cronbach’s ⍺
는 .85였다. 

3) 요양시설 변인

요양 시설 변인으로 시설 적응, 식사 만족, 시설 환경 및 요

양보호 만족, 대인관계(동료, 직원), 시설 직원 언어폭력으로 

구성하였다. 시설 적응은 Choi [19]가 개발한 노인요양 시설 

적응 도구를 이용하였다. 하위 변인으로 심신 안정 6문항, 현

실 회피 및 자아애착 7문항, 긍정적 태도 13문항, 지지 관계 5

문항을 포함하여 총 31문항이다. 응답 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시

설 적응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hoi [19]의 연구에서 신뢰

도 Cronbach’s ⍺는 .89였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는 .82였다. 

식사만족은 Park [20]이 노인전문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구

성한 질문지를 토대로 ‘매끼 식사는 충분히 먹는다’, ‘항상 식

욕이 좋다’ 등의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응답범주는 ‘전혀 그

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척도로 점수가 높을

수록 식사에 대한 만족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타당도를 검

정하기 위해 varimax 회전법을 이용한 요인분석 결과 고유치 

1 이상(고유치 3.07)의 단일 변인이 도출되었으며 전체 분산의 

51.24%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57~.81의 요인 부하량

을 나타내어 측정도구는 적절하게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식사 만족 신뢰도 Cronbach’s ⍺는 .79였다. 시

설 환경 만족과 요양보호만족은 Jeong [21]이 구성한 3개 요

인 13문항을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시설 환경 6문항, 

요양보호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응답 범주는 ‘매우 불충분하

다 1점’에서 ‘매우 충분하다 5점’의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시설 환경과 요양보호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Jeong 

[21]의 연구에서 시설 환경 만족 신뢰도 Cronbach’s ⍺는 .89, 

요양보호만족 신뢰도 Cronbach’s ⍺는 .9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시설 환경 만족 신뢰도 Cronbach’s ⍺는 .82, 요

양보호만족 신뢰도 Cronbach’s ⍺는 .81이었다. 

시설 내 대인관계는 Moon [22]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

성한 대인관계 특성 중 동료 관계와 클라이언트 관계를 수정

하여 동료 관계 5문항, 직원 관계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응답 

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척도

로 점수가 높을수록 시설 내에서 대인관계가 높은 것을 의미

한다. Moon [22]의 연구에서 대인관계 신뢰도 Cronbach’s 

⍺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는 .83

이었다. 

4) 가족 변인

가족 변인으로 가족과 통화 만족도, 외출 ․ 외박 횟수 만족

도, 자녀 방문 횟수 만족도, 자녀 방문 만족도, 가족 언어폭력 

및 가족기능으로 구성하였다. 가족과 통화 만족도, 외출 ․ 외박 

횟수 만족도, 자녀 방문 횟수 만족도, 자녀 방문 만족도, 가족 

언어폭력은 각 5점 척도의 단일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가족기능은 Jeong과 Kim [23]이 개발한 3개 요인 41문항 

중 ‘가족 애정성’ 항목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응답 범주는 ‘전

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기능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Jeong과 Kim [23]

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

서 신뢰도는 Cronbach’s ⍺는 .84였다. 

5. 자료수집

본 연구는 Institutional Review Board 승인 후 표집 대상

으로 선정된 10개 요양 시설에서 편의 표집 하였다. 설문조사 

실시 전에 각 시설 책임자에게 유선으로 설문조사 시간을 협

의한 후 방문하였으며, 2016년 5월 17일에서 6월 8일까지 자

료수집을 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사전에 요양원에 직접 방

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시설장의 허락을 득하

였으며, 설문내용을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 노인을 선별하

여 조사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조사 시 시설 관계자 때문에 

입소 노인이 솔직하게 응답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조사자

와 응답자가 1:1로만 대면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한 연구보조원은 입소 노인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간호대학 3학년 학생 3명을 선발하여 사전교육을 2시

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자료수집 

주의 사항, 연구도구의 내용 및 측정 방법을 상세히 교육하였

다. 연구보조원이 연구대상자에게 직접 연구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비밀 보장을 약속하고 응답 중 항시라도 설문을 중단

하여도 불이익이 없음을 고지하고 서면동의를 받았으며, 연구

보조원이 연구대상자에게 설문지를 직접 읽어주고 응답 사항

을 기입하였다. 자료수집에 걸린 시간은 한 명당 약 30분이 소

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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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장기요양 시설 입소노인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을 구하였다.

 장기요양 시설 입소 노인의 개인 변인에 따른 삶의 질 차

이는 t-test와 ANOVA, 사후 검정으로 Scheffé test를 하

였다.

 장기요양 시설 입소 노인의 개인 변인 중 ADL, 자아존중

감, 우울, 고독과 삶의 질과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하였다.

 장기요양 시설 입소 노인의 요양 시설 변인과 삶의 질 간

에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하고, 그중 시설 직

원의 언어폭력에 따른 삶의 질은 ANOVA, 사후 검정으

로 Scheffé test를 하였다.

 장기요양 시설 입소 노인의 가족 변인에 따른 삶의 질 차이

는 ANOVA, 사후 검정으로 Scheffé test를 하였고, 그중 

가족기능과 삶의 질 간의 상관성은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다. 

 장기요양 시설 입소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요인을 예측하

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을 하였다. 

연구결과

1. 개인 변인과 삶의 질

개인 변인인 인구학적 변인, 신체적 변인 및 심리적 변인에 

따른 삶의 질 차이를 살펴보면(Table 1), 인구학적 변인 중 종

교(F=2.87, p=.037), 자녀 수(F=5.16, p=.002), 요양등급(F= 

8.57, p<.001), 입소 계기(F=5.60, p<.001)에 따라 삶에 질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자녀 수 2명 

이하(3.32점)가 4명(3.00점)보다, 요양등급 3등급(3.21점)이 2

등급(2.94점)보다, 안락한 노후를 위해 입소한 경우(3.49점)가 

돌볼 가족이 없음(3.08점), 가족과의 갈등(2.96점), 기타(2.86

점)인 경우보다 유의하게 삶의 질이 높았다. 그 외 성별, 연령, 

학력, 배우자, 경제수준, 입소기간, 입소 결정자에 따라서는 삶

의 질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변인에 따른 삶의 질은 요실금 경험(t=6.14, p=.014)

과 수면상태(F=5.23, p=.006)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요실금 경험이 없는 경우(3.20점)가 있는 경우(3.05)보다 높았

으며, 수면상태에서 잘 자는 경우(3.29점)가 잘 못 자는 경우

(3.04점)에 비해 유의하게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질

병 수, 규칙적인 복용 약물 수, 낙상경험, 골절 경험에 따른 삶

의 질 차이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개인 변인과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Table 2), 삶의 질은 신체적 변인 중 ADL (r=.30, p<.001), 

ADL의 하위 요인 옷 입기(r=.26, p<.001), 세수하기(r=.32, p< 

.001), 식사하기(r=.26, p=.009), 화장실 사용(r=.30, p<.001), 

대소변 조절(r=.20, p<.001)과 그리고 주관적 건강 상태(r= 

.49, p<.001)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심리적 변인 중 

자아존중감(r=.45, p<.001) 과는 양의 상관성을, 우울(r=-.24, 

p<.001)과는 음의 상관성을 보였다. 고독과 삶의 질 간에는 유

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2. 요양시설 변인과 삶의 질 

요양 시설 변인과 삶의 질 차이를 살펴보면, 시설 적응 총점

(r=.56, p<.001), 시설 적응의 하위 요인 심신 안정(r=.53, p< 

.001), 긍정적 태도(r=.58, p<.001), 지지 관계(r=.49, p<.001), 

식사 만족(r=.24, p<.001) 그리고 시설 만족의 하위 요인 요양

보호만족(r=.12, p=.044), 시설 내 대인관계 총점(r=.44, p< 

.001), 시설 내 대인관계의 하위 요인 동료관계(r=.46, p<.001), 

직원 관계(r=.37, p<.001)와 삶의 질 간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

였다. 또한 시설 직원 언어폭력에 따른 삶의 질(F=3.10, p= 

.027)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사후 검정 결과 

그저 그렇다(3.21점)가 그렇다(2.76점)에 비해 유의하게 삶의 

질이 높았다(Table 3). 

3. 가족 변인과 삶의 질 

가족 변인과 입소 노인의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은 없었다. 가족기능(r=.26, p<.001)은 삶의 질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4).

4. 장기요양 시설 입소노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 단계적 

회귀분석

장기요양 시설 입소 노인의 삶의 질에 어떠한 요인이 유의

한 예측 변인이고 그 설명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

해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나 상관성을 나타낸 개인 변인 중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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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s in the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the Individual Factors of Long-term Care Residents (N=248)

Factors Variables Categories n (%) M±SD t or F p Scheffe ́́
Demographic 

factors
Gender Male

Female
100 (40.3)
148 (59.7)

3.17±0.55
3.13±0.37

0.56 .454

Age (year) ≤69
70~74
75~79 
80~84
≥85

 25 (10.1)
 92 (37.1)
 55 (22.2)
 42 (16.9)
 34 (13.7)

3.17±0.38
3.22±0.36
3.15±0.57
2.99±0.52
3.12±0.37

1.96 .101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157 (63.6)
 63 (25.4)
 28 (11.3)

3.16±0.41
3.12±0.33
3.15±0.80

0.11 .889

Religion Buddhism
Protestantism
Catholicism
Other (no religion)

 79 (31.9)
 98 (39.5)
22 (8.9)

 49 (19.8)

3.18±0.33
3.16±0.42
3.30±0.41
3.00±0.64

2.87 .037

Number of 
children

≤2a

3b

4c

≥5d

 46 (18.5)
100 (40.3)
 64 (25.8)
 38 (15.3)

3.32±0.64
3.13±0.36
3.00±0.45
3.23±0.30

5.16 .002 c＜a

Marital status Married
Widowed
Divorced or separated
Other

 68 (27.4)
139 (56.0)
13 (5.2)

 28 (11.3)

3.22±0.32
3.13±0.45
3.26±0.81
2.98±0.46

2.11 .099

Income level Low
Average
High

 84 (33.9)
145 (58.5)
19 (7.7)

3.12±0.43
3.13±0.43
3.39±0.60

2.85 .059

Length of stay
(day)

≤1
1~3
3~5
≥5

17 (6.9)
142 (57.3)
 63 (25.4)
 26 (10.5)

3.10±0.64
3.18±0.34
3.07±0.51
3.16±0.65

1.00 .392

Level of 
care service

1a

2b

3c

 5 (2.0)
 55 (22.2)
188 (75.8)

2.96±0.41
2.94±0.34
3.21±0.46

8.57 ＜.001 b＜c

Decision-maker in
admission

Resident
Resident's spouse
Resident's child
Other

 33 (13.3)
14 (5.6)

179 (72.2)
22 (8.9)

3.09±0.80
3.11±0.29
3.15±0.35
3.22±0.56

0.39 .760

Reason for 
admission

No care-giving family membersa

Conflict with familyb

Comfortable living at old agec

Desire to receive professional cared

Othere

 93 (37.5)
17 (6.9)
20 (8.1)

108 (43.5)
10 (4.0)

3.08±0.46
2.96±0.44
3.49±0.75
3.19±0.33
2.86±0.29

5.60 ＜.001 a, b, e＜c

Physiological 
factors

Number of 
conditions 
in resident

1
2
3
≥4 

114 (46.0)
 65 (26.2)
 46 (18.5)
23 (9.3)

3.17±0.38
3.18±0.49
3.10±0.46
3.04±0.63

0.76 .514

Number of 
medications 
regularly taken

1
2
3
≥4 

120 (48.4)
 55 (22.2)
 36 (14.5)
 37 (14.9)

3.17±0.38
3.11±0.37
3.13±0.49
3.15±0.68

0.23 .874

Number of falls
(times)

None
1
2
≥3

227 (91.5)
11 (4.4)
 8 (3.2)
 2 (0.8)

3.15±0.46
3.11±0.49
3.07±0.38
3.04±0.05

0.15 .927

Has had urinary 
incontinence

No
Yes 

164 (66.1)
 84 (33.9)

3.20±0.40
3.05±0.52

6.14 .014

Sustained a fracture 
in facility

No
Yes

208 (83.9)
 40 (16.1)

3.16±0.47
3.09±0.31

0.71 .397

Sleeping habits Cannot sleep wella

Averageb

Can sleep wellc

 64 (25.8)
119 (48.0)
 65 (26.2)

3.04±0.45
3.13±0.42
3.29±0.48

5.23 .006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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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rrelation between Individual Factors and Quality of Life in Long-term Care Residents (N=248)

Factors Variables Maximum Minimum M±SD r (p)

Physiological 
factors

ADL total score
Putting on clothes
Washing face
Taking a bath
Eating
Moving
Using the toilet
Urinary and bowel control 

Subjective status of health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5.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27±0.44
2.00±0.62
2.45±0.70
1.96±0.65
2.57±0.65
2.22±0.59
2.53±0.64
2.16±0.59
3.02±0.68

.30 (＜.001)

.26 (＜.001)

.32 (＜.001)

.07 (.241)

.16 (.009)

.10 (.085)

.30 (＜.001)

.20 (.001)

.49 (＜.001)

Psychological 
factors 

Self-esteem
Depression
Loneliness total score

Intimacy
Sense of belonging
Emotional sense of loss

5.00
4.87
4.53
4.75
5.00
4.67

1.00
2.13
1.00
1.00
1.00
1.00

3.26±0.47
3.05±0.37
3.13±0.52
3.15±0.57
3.10±0.62
3.13±0.59

.45 (＜.001)
-.24 (＜.001)
-.03 (.568)
.02 (.688)

-.05 (.395)
-.06 (.309)

ADL=Activity of daily living.

Table 3. Long-term Care Facility related Factors and Quality of Life in Long-term Care Residents (N=248)

Variables Categories n (%) M±SD Max Min r (p)
t or F (p)
Scheffé́

Adjustment to 
living in facility

Total score
Physical and mental stability
Avoiding reality and self attachment
Positive attitude
Supportive relationships

3.18±0.40
3.20±0.59
3.05±0.39
3.20±0.55
3.25±0.59

4.43
5.00
4.57
5.00
5.00

1.31
1.00
1.86
1.00
1.00

.56 (＜.001)

.53 (＜.001)
-.02 (.750)
.58 (＜.001)
.49 (＜.001)

Satisfaction with 
meals 

3.73±0.55 5.00 2.17 .24 (＜.001)

Satisfaction with 
facility

Total score
Satisfied with facility environment
Satisfied with care 

3.65±0.73
3.68±0.75
3.62±0.81

5.00
5.00
5.00

1.10
1.20
2.80

.12 (.055)

.09 (.119)

.12 (.044)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facility 

Total score
Peer relationships
 Relationships with staff

3.24±0.59
3.21±0.62
3.28±0.65

5.00
5.00
5.00

1.00
1.00
1.00

.44 (＜.001)

.46 (＜.001)

.37 (＜.001)

Verbal abuse
by staff

None at alla

Rareb

Sometimesc

Yesd

 77 (31.0)
 69 (27.8)
 92 (37.1)
10 (4.0)

3.12±0.65
3.15±0.33
3.21±0.27
2.76±0.46

3.10
(.027)
d＜c

교, 자녀 수, 요양등급, 입소 계기, 요실금 경험, 수면상태, 

ADL, 주관적 건강 상태, 우울, 자아존중감, 요양 시설 변인 중 

시설 적응 총점, 식사 만족, 시설 내 대인관계 총점, 시설 직원 

언어폭력, 가족 변인 중 가족기능을 투입하여 단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Durbin-Watson 값이 1.778로 2

와 가까워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적합하였다. 또한 공차 

한계 값은 0.50~0.95로 0.1 이상 이고, 분산 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가 1.05~1.98로 기준인 10.0을 넘지 않아 

다중 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어 회귀 모형이 적합하였다. 

장기요양 시설 입소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하여 시설 적응, 자

아존중감, 주관적 건강 상태, 시설 직원 언어폭력, 시설 내 대

인관계, 요양등급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 6개 

변인의 설명력은 45.3%였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 시설 적

응이 투입되었을 때 설명력은 32.1%이고 β=.26 (p<.001)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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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amily-related Factors and Quality of Life of Long-term Care Residents (N=248)

Variables n (%) M±SD Max Min F (p) r (p)

Communication 
with family

Very dissatisfied
Dissatisfied
Somewhat satisfied
Satisfied
Very satisfied

 7 (2.8)
 47 (19.0)
136 (54.8)
 43 (17.3)
15 (6.0)

3.38±0.40
3.14±0.33
3.15±0.38
3.06±0.44
3.32±1.05

1.39 (.238)

Satisfaction with 
leaving for visits
(leave of absence) 

Very dissatisfied
Dissatisfied
Somewhat satisfied
Satisfied
Very satisfied

 6 (2.4)
 51 (20.6)
123 (49.6)
 52 (21.0)
16 (6.5)

3.15±0.29
3.14±0.32
3.14±0.35
3.14±0.51
3.26±1.03

0.26 (.900)

Frequency of 
children's visits

Rare
1~6 visits a year
1~3 visits a month
Weekly and more often

 85 (34.3)
 34 (13.7)
 79 (31.9)
 50 (20.2)

3.19±0.45
3.07±0.59
3.18±0.34
3.09±0.49

0.91 (.437)

Satisfaction with 
children's visit

Dissatisfied
Somewhat satisfied
Satisfied

 69 (27.8)
128 (51.6)
 51 (20.6)

3.06±0.35
3.14±0.42
3.13±0.37

1.18 (.309)

Verbal abuse by 
family

Yes
Sometimes
No

15 (6.0)
129 (52.0)
104 (41.9)

3.12±0.58
3.20±0.28
3.08±0.58

1.89 (.152)

Family functioning 3.22±0.76 5.00 1.00 .26 (＜.001)

Table 5. Stepwise Regression of Factors Influencing the Quality of Life of Long-term Care Residents (N=248)

Variables B SE Final β t p Adj. R2 F (p) VIF

(Constant) 0.65 0.19 3.27 .001 35.03 (＜.001)

Adjustment to living in facility 0.29 0.07 .26 3.94 ＜.001 .32 1.98

Self-esteem 0.23 0.05 .24 4.69 ＜.001 .39 1.20

Subjective health state 0.13 0.03 .20 3.42 .001 .42 1.54

Verbal abuse by staff -0.31 0.11 -.13 -2.80 .005 .43 1.05

Interpersonal relationships 0.10 0.04 .13 2.19 .029 .44 1.63

Level of care service 0.10 0.05 .10 2.06 .040 .45 1.06

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자아존중감이 투입되었을 때 β=.24 

(p<.001), 3단계에서 주관적 건강 상태가 투입되었을 때 β=.20 

(p=.001), 4단계에서 시설 직원 언어폭력이 투입되었을 때 β= 

-0.13 (p=.005), 5단계에서 시설 내 대인관계가 투입되었을 

때 β=0.13 (p=.026), 6단계에서 요양등급이 투입되었을 때 β= 

0.10 (p=.040)으로 나타났다(Table 5). 즉 시설에 잘 적응하면

서 자아존중감이 높고 건강 상태와 대인관계가 좋으면서 요양

등급이 낮으면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시

설 직원들의 언어폭력을 경험할 때는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

으로 예측되었다. 

논 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실시로 요양 시설이 급증하면서 입

소한 노인들의 삶의 질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장기요양 시설 입소 노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을 파

악하고자 포괄적으로 구성하여 접근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입소 노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인 삶의 질 향상 요인을 알 

수 있으며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바른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

로 기대한다.

첫째, 개인 변인의 인구학적 변인 중 자녀가 2명 이하인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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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4명인 군보다 삶의 질이 높았는데, 이는 소 자녀를 둔 노인

들이 자녀에게 부양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노후에 자신만의 

편안한 삶을 보내기 위해 입소한 것으로 유추되므로 삶의 질

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요양등급 3등급이 2등급에 

비하여 삶의 질이 높았는데, 이는 요양등급이 높을수록 삶의 

질은 낮다는 Shin, Kwon과 Cho의 연구결과[7]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요양등급이 낮은 입소 노인은 신체적으로 덜 불편하

고 의사소통 등이 원활하기 때문에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생

각된다. 

신체적 변인 중 요실금 경험이 없는 군이 있는 군보다 삶의 

질이 높았는데, 이는 요실금 경험이 없을 때 삶의 질 수준이 높

다는 연구[7]와 일치한다. 요실금 증상으로 대표되는 하부 요

로 증상은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노인에게 큰 불편을 주

는 의학적 문제이므로[24], 하부 요로 증상을 경험하지 않은 

노인들의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잠을 잘 잔다는 노

인들의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수면의 질이 좋은 노

인 집단의 삶의 질이 높다는 연구와 일치한다[1,7]. 노인에게 

있어서 수면부족은 낮 동안의 신체기능 장애 및 집중력 저하

를 유발하여 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불안과 우울증상을 유발하

므로 노인의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25]. 따라서 요양 

시설 입소 노인의 요실금과 수면문제는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예측 요인이므로 근거중심 실무를 적용하여 잘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입소 노인의 전반적인 일상생활 활동이 좋을수록 삶의 질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료시설 입소 노인의 일상

생활 수행능력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다는 결과와 일치하며

[9,19], 이러한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나머지 삶을 독립

적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와 관련이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

다[26]. 일상생활 활동의 하위 변인인 옷 입기, 세수하기, 식사

하기, 화장실 이용, 대소변 조절의 5가지 항목은 삶의 질과 유

의한 관계가 있었는데, 목욕하기와 이동의 2개 항목은 삶의 질

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요양 시설에

서 환자안전 관리 차원에서 목욕이나 이동은 요양보호사의 도

움을 받아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6]. 본 연구에서 

주관적 건강 상태와 삶의 질 간에 0.49의 상관관계가 있었으

며, 이는 농촌 지역 장기요양 등급 노인의 주관적 건강 상태는 

삶의 질에 높은 영향을 미친다고 한 Shin, Kwon과 Cho [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입소 노인의 심리적 변인 중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은 0.45

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삶의 질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료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노

인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삶의 질은 높다는 Sok과 Choi의 

연구결과[9]와 일치한다.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아존

중감은 상황에 관계없이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의미

한다. 자아존중감이 높고 낮음에 의해 삶에 대한 행복감이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26], 요양 시설 입소 노인을 돌

보는 간호사와 관련 인력들은 노인들이 노화에 대한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는 등 자아존중

감을 향상시키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우울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은 저하되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울과 삶의 질 간에는 음의 관계를 보

인다는 연구와 같다[1,8]. 노인이 우울하면 일상생활에서 흥미

와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무가치감과 상실감, 활력 상실 등과 

반복되는 죽음에 대한 생각들로 인하여 삶의 질이 저하된다

[27]. 따라서 간호사나 관련 종사자들은 입소 노인 개개인의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우울 감소 중재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문제 중심 대처를 사용하는 것이 삶의 질에 도움이 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7]. 한편 고독감은 삶의 질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지루함이나 고독감이 요양 시설 입소 

노인 케어나 상태와 관련이 있다고 한 Yoon 등[10]의 연구와

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가족과 함께 생활하던 과거에 비하여 

노인 가구들에 대한 가족, 친척 및 친구 등 비공식 차원의 정서

적 유대나 사회적 지지는 점차 감소됨으로 따라서 노인의 고

독감이 증가하고 있다[28]. 따라서 입소 노인들은 고독감 속에

서 자신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요양 시설 변인 중 시설 적응 요인은 삶의 질과의 상관

관계가 0.56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유료 노인요양 시설의 

삶의 질 정도와 시설 적응 정도가 좋을수록 삶의 질은 높다는 

연구와 유사하다[8]. 노인이 익숙했던 자신의 집을 떠나 낯선 

요양 시설에서 타인과 공동생활을 해야 하므로 시설에서는 초

기 대상자의 시설 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개별적이고 구체적

인 관리나 간호 접근[18]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설의 

식사에 만족하고, 시설 내 동료나 직원과의 대인관계에 만족

할 때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 시설은 일상생활 

스케줄, 프로그램 참여, 식사 시간과 메뉴 등에서 거주자 스스

로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는 거주자 자기결정권 강화를 고려하

고, 거주자-직원, 거주자-거주자 간에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

기 위해 전담 케어와 서비스 질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

하다[8]. 한편 시설의 환경보다는 요양보호에 만족할 때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요양 시설의 질이 높을 때 삶의 질

이 높아진다는 연구와 유사하다[9]. 이는 시설의 환경보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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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서비스의 질이 삶의 질에 더욱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설 직원 언어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노인이 경험한 노

인보다 삶의 질 수준이 높았다. 이는 폭력을 경험한 간호사는 

공감 만족이 낮고, 공감 만족이 낮으면 장기적인 근무에도 영

향을 주게 되며 간호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29].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입소 노인이 시설 내에서 편안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질적인 요양서비스, 직원 또는 동료들과의 원만한 관계, 입맛

에 맞는 식사 등으로 시설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가족 변인과 삶의 질과의 관련성을 보면, 가족기능만

이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다. 가족기능은 건강에 대한 능력, 다

툼, 응집력, 표현력 그리고 지도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족

기능이 원활하려면 가족이 건강하고 다툼이 적으며 어려울 때 

뭉치고, 자주 표현하며, 가족을 이끌어나가는 지도자가 있어

야 한다. 입소 노인이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면, 어려움이 있을 때 가족들이 서로 도와주고, 떨어져 있더

라도 전화나 Social Network Services (SNS) 등으로 자주 소

통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가족 의사소통, 가족 방문 만

족도, 자녀 방문 빈도 및 만족도, 가족 언어폭력 등 가족 변인

들은 삶의 질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족지지는 삶

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9] 일치하지 않는다. 이와 같

은 결과는 조사도구나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향후 연구에서 가족 변인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연구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나 상관성을 나타낸 개인 변인, 

요양 시설 변인, 가족 변인을 투입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 시설 적응, 자아존중감, 주관적 건강 상태, 시설 직

원 언어폭력, 시설 내 대인관계, 요양등급의 6개 변수가 유의

한 영향요인으로 예측되었고, 설명력은 45.3%로 나타났다. 3

가지 분류 중에서 요양 시설 변인이 시설 적응 32.1%, 시설 직

원 언어폭력 1.4%, 시설 내 대인관계 0.9%로 총 34.4%, 개인 

변인이 자아존중감 7.3%, 주관적 건강 상태 2.8%, 요양등급 

0.8%로 10.9%였으며, 가족 변인은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에서 입소 노인의 시설 적응 정도가 삶의 질을 

32.1%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시설 차원에서 초기 

사정 시 입소 노인의 개인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그

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매뉴얼 제작과 식

사나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통해 대상자의 시설 적

응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동체 생활

로 인해 동료나 직원과 불화가 발생하거나 자신이 추구하는 

활동의 규제로 아픔을 겪을 수 있으므로 세심한 관심이 요구

되며, 입소 노인이 버림받지 않고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하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7.3%로 두 번째로 설명력이 있는 삶의 질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으므로, 노인들이 평소에도 스스로를 소중하

게 생각하고 당당하게 나이 들어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요양 시설 입소 시점에 노인이 스스

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자신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이동한다는 인식을 가지

도록 하며, 집단생활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

록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

요가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30]에서 입소 후 자녀들의 적절

한 방문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족이나 자녀의 방문이 삶

의 질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 방문의 빈도보다

는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 전화나 SNS 등으로 질적인 관계

를 구축하는 등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궁극적으로 노인요양 시설이 노인들이 생을 마감하는 장소

가 아닌 삶의 질을 유지하는 장소로 변화되기 위해서, 시설 내

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위생관리, 일상

활동보조, 식사, 서비스 질 향상 등을 위한 노력과 노인의 자아

존중감 그리고 즐거운 삶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

는 전인적인 돌봄이 요구된다. 그리고 적정한 수준의 시설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모니터 하는 정책적 방향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입소 노인이 시설에 잘 적응하는 것은 

개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할 뿐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의 올바른 정착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연구의 제한점은 종속변수인 삶의 질 측정도구가 생활만족

도, 부적 정서, 정적 정서 요인으로 구성된 것인데 비해, 본 연

구에서는 직접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를 묻는 생활만족도 

문항만을 사용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노인의 측정 부담을 줄

이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위협할 우려

가 있으므로 향후 시설 입소 노인의 삶의 질을 간편하고 포괄

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장기요양 시설 입소 노인의 개인 변인, 요양 

시설 변인 그리고 가족 변인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예측하고 이를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 변인에서 자아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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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주관적 건강 상태 및 요양등급이, 요양 시설 변인에서 시설 

적응, 시설 직원 언어폭력 및 시설 내 대인관계가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변인은 삶의 질을 예측하지 못하

였으며 이들의 전체 설명력은 45.3%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시설 적응이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서 삶의 질을 32.1% 설명하

고 있으므로, 장기요양 시설 입소 노인이 시설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아존중

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주관적 건강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규칙적 운동이나 재활 프로그램 적용이 요구된다. 그

리고 시설의 질적 환경이 삶의 질 영향요인으로 밝혀졌으므로 

시설 종사자의 서비스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되며, 입소 노인 간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공동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종사자들의 언어폭력은 삶의 질을 떨어지게 하므

로 철저한 교육과 관리가 요구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입

소 노인에게 적합한 케어와 중점 관리가 필요하며 전인적 간

호개념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입소노인의 삶

의 질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포괄적인 반복연구가 필요하

다. 가장 주요변수로 나타난 입소노인의 시설적응을 구체적으

로 파악하는 질적 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밝혀진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입소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입소노인의 삶의 질 구조모형 개발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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