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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통계청의 최근 인구추계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유례없이 빠른 것으로 2019년이면 노인인구가 

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될 

것으로 망되고 있다(통계청, 2001). 2000년에는 우

리 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체인구의 7.1%를 차

지하여 노인부양지수가 10.0으로 생산인구 10명이 1명

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으나 2020년에는 18.9로 늘어나 

5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윤 숙, 2001). 이러한 노인 에서 신체 , 정신

으로 허약하거나, 생활장애를 지닌 75세 이상 후기노인

들이 지속 으로 증가할 것으로 상되어 의존 인 상태

에 놓인 노인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에 한 사

회  심이 요구되고 있다(정경희, 2001).

노인인구의 증가추세는 비단 우리 나라만의 상이 아

닌 세계 인 상으로 많은 선진국들은 1970년 에 들

어오면서 인구 노령화 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 나

라의 경우 198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56,000

명이던 것에 비하면 15년 사이 2.1%의 증가율을 보여 

OECD 선진 각국의 고령화 추이와 비교하면 상당히 빠

른 속도로 성장하여, 사회 으로나 개인 으로 충분한 

응과정 없이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사회문제들에 직면

할 가능성이 있다(김한 , 1996; 이선자 등, 1998).

노인문제는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

니라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 부분 사회  요인으

로 인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

진출 확  등으로 인해 재가노인  노인성 질환에 한 

장기 인 재활  간호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

이다. 반면 통 인 가족의 부양기능만으로는 노인문제

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게 되어 이를 보완해 나갈 사

회  지원체계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한승의 등, 

2001).

재 노인복지법에는 재가노인복지와 련하여 가정

사원 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의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노인복지법, 제38조). 이  노인 주간보

호사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허약하

고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족의 보호를 제 로 받을 

수 없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을 상으로 한다. 둘

째, 노인의 심신의 기능을 유지, 향상시키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 으로 하며, 노인이 신체 , 

정신 인 측면에서 가능한 한 독립 으로 기능할 수 있

도록 원조한다. 셋째, 노인이 낮동안 시설을 이용하여 신

체  수발, 의료서비스, 재활서비스, 정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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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션, 교육활동, 부양가족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사회  기능과 가족

의 노인부양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넷째,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 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하여 시설수용을 방지하거나 지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

며, 노인의 의료비용을 포함한 보호비용을 감소시킨다. 

다섯째, 노인과 가족  동료와 같은 사회환경과의 상호

작용에 심을 집 시키며, 지역사회내에서 보호의 연속

성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지원체계의 서비스를 

활용한다(이근홍, 2001).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 노인 주간보호시설의 설립

과 운 을 해서는 무엇보다 시설을 이용하게 될 노인

들이나 그 부양자들이 실 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

엇인가를 과학 으로 조사 연구하여 이를 실에 용하

여야 한다. 한 한 지역에 오래 거주한 노인이 부분

인 지방의 실정에 맞는 시설을 해서는 그 지역 노인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

구는 강릉을 심으로 한 동지역의 노인을 상으로 

노인 주간보호시설의 인지도, 필요도, 이용의사 등을 조

사하여 노인주간보호시설의 운 을 한 기 자료를 제

공하기 해 시도되었다.

2. 연구의 목

본 연구는 강릉을 심으로 한 동지역 거주 노인들

을 심으로 한 상자들의 일과 여가생활, 의식주 생활, 

사회  계, 건강상태와 행태를 악하고, 이 변수들과 

상자들의 노인주간보호시설의 인지도, 필요도, 이용의

사 등과의 계를 규명하기 함이다.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1) 상자의 일반 인 특성을 악한다.

2) 상자의 일과 여가생활을 악한다.

3) 상자의 의식주 생활  사회, 경제  상태를 

악한다.

4) 상자의 사회  계를 악한다.

5) 상자의 건강상태와 형태를 악한다.

6) 1)～5)의 변수들과 상자들의 노인주간보호시설

의 인지도, 필요도, 이용의사 등과의 계를 규명

한다. 한 이용의사가 있는 상자들의 노인주간

보호시설의 정 이용 액, 정거리, 서비스 항

목별 필요도를 조사한다.

3. 용어의 정의

1) 노인: 노인이란 일반 으로 인생의 마지막 단계로

서 신체 , 정신  기능이 쇠퇴하고, 사회  역할

이 감소되는 것과 련하여 독특한 성격을 가지는 

사람으로 정의된다(김재일 등, 1996). 한 

Hurlock(1975)은 60세가 일반 으로 년과 노

년기를 구분지어 다고 하 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우리 문화의 통  노인의 기 으로 인식

되고 있는 나이가 환갑인 만 60세 이상부터이기에 

연구 상자의 연령기 으로 택하 다.

2) 노인주간보호시설: 노인주간보호시설은 노인의 가정

에 기반을 두지 않고 제공되는 보호로서 노인이 시

설에 나가 진료 는 재활을 제공받는 것으로 시설

에서 주로 신체 , 정서  서비스  크리에이션

과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Tinker, 1992).

3) 노인주간보호시설 운  련요인

   (1) 노인의 일과 여가생활: 상자의 직업 소유여

부  직업만족도 그리고 여가생활 만족도를 

의미한다.

   (2) 노인의 의식주 생활: 상자의 생활비 조달방

법, 사고 처 경제  여력, 주 으로 느끼는 

경제  상태, 재 거주하는 주택소유형태, 주

택시설의 편리성 그리고 주거환경의 만족도를 

의미한다.

   (3) 노인의 사회  계: 상자가 평상시에 주로 

참여하는 단체나 행사, 친구 계 만족도 그리

고 가족 계 만족도를 의미한다.

   (4) 노인의 건강상태와 형태: 정신건강상태, 병

경험여부, 시력, 청력, 치아상태, 규칙 인 운

동여부, 주 인 건강상태 그리고 일상생활

에서의 독립성을 의미한다.

   (5) 노인주간보호시설에 한 인지도, 필요도, 이

용의사: 상자의 노인주간보호시설에 한 

인지정도,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도 그리고 향

후 이용의사 여부를 의미한다.

   (6) 노인주간보호시설의 정 이용 액, 정거리, 

서비스 항목별 필요도: 상자가 노인주간보

호시설을 이용할 경우 하다고 생각하는 

이용 액, 거주지에서 시설까지의 정거리 

그리고 시설에서 제공받고자 하는 서비스 항

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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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노인주간보호시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1960년 52.4세에서 1995년에

는 73.5세로 증가한 반면, 이 기간 조사망율(1,000×1

년간 총사망수/연 인구)은 12.1에서 5.4로, 조출생율

은 42.1에서 16.1로 각각 감소하여 인구의 고령화를 가

속화시키고 있다. 특히 비도시지역의 노인인구비율은 

2000년 재 이미 14.7%를 기록하여 선진국 수 의 고

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하 다. 이러한 속도의 

고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하나의 문제 으로 두되는 

것이 80세 이상의 후기고령자수가 증하는 것이다. 후

기 고령자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생활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실제 으로 노인보건복지서비스의 주요한 

수요층을 형성한다. 1960년 후기 고령자 비율이 0.24%

이던 것이 2000년에는 1.1%로 증가한 바 있으며 2030

년에는 3.36%로 증할 망이다(권순정, 2001; 통계

청, 1996, 2001). 

노인들은 가족의 보호를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최근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의 증가  노인부양에 

한 가족의 책임의식의 약화로 인하여 그들이 제 로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김동배, 1997). 가족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도 허약하고 장애를 가진 노인에 

한 장기간의 보호는 가족의 신체 ․정신 ․경제  부

담을 가 시켜 가족으로 하여  노인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으며, 노인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다  수 있다(성규탁과 이윤로, 1993). 한편 보호

할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

우에는 허약하고 장애를 가진 노인들이 시설보호를 받아

야 하지만, 시설수용이 불가피한 극도로 허약한 노인들

을 제외하고는 시설수용보다는 가능한 한 지역사회에 거

주하면서 보호를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이근홍, 

2001). 가정, 유료노인 문요양시설, 노인 문병원 이용

자들의 생활만족도 련요인에 한 연구에서 주  건

강상태는 가정이 가장 좋았고, 병원, 시설 순이었다(김성

민, 2001).

우리 나라에서는 노인주간보호사업을 노인복지법 제

20조 2항에서 “부득이한 이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에게 낮 동안 시설

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의 생

활 안정과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가족의 

신체 , 정신  부담의 경감을 목 으로 한다”고 정의하

고 있다.  다른 정의를 보면 “노인 주간보호는 다소의 

장애를 지니고 있거나 혹은 경미하거나 어떤 혼란에 빠

져있는 노인들을 일정시설에서 낮시간의 보호를 제공하

는 서비스 로그램이고 주간보호시설에서는 재활 , 물

리   기타 유형의 치료 인 건강보호를 제공하며, 노

인들에게 사회  과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며 일을 

해야하는 가족 구성원이나 자녀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 으로 마련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권미희와 정연

강, 1998; Lowy, 1980). 

우리 나라는 1992년 재가노인을 한 3  핵심사업 

의 하나로 가족의 보호가 보장되지 않는 노인을 한 

주간보호사업을 처음 시범 실시하 고, 이를 해 기존 

복지시설  서울에 3개의 주간보호시설(은천노인복지회, 

한국노인복지회, 천사양로원), 지방에 3개소(남 사회복

지재단, 애 원, 신양원)를 선정, 시범 운 한 것이 시설 

운 의 시작이 되었고(보건복지백서, 1997), 1997년 

12개소, 1999년 34개소, 2000년 37개소로 확 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주간보호시설이 운 되었는데, 학

이 연계된 주간보호센터 사업 운  로그램 개발에 

한 연구를 보면 상자 로그램으로 종이 기, 그림 그

리기, 음악요법, 단 호흡, 운동요법, 셈하기, 작업요법, 

놀이요법, 사회( 인 계) 기술훈련 그리고 읽기와 

쓰기 등의 다양한 로그램을 활용하 다고 보고하 다

(한승의 등, 2001). 한 지역사회 보건소를 심으로 

하여 만성정신질환자들을 한 주간보호시설을 운 한 

결과 환자들의 증상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환자의 생활유지  재활에 도움을 주었다고 하 다(이

후경 등, 1999).

2. 노인주간보호시설 운  련요인

건강지향 인 주간보호 로그램은 요양원과 재활센터

를 심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서비스 상자는 주로 퇴

행성 만성질환과 신체기능 하로 의존성이 높고 나이 

많은 노인들이다. 서비스 내용은 간호, 건강진단, 식이요

법, 물리치료, 목욕, 작업치료, 의료서비스, 언어치료, 

투약에 한 자문, 치과서비스이다.

사회  서비스 로그램은 노인복지센터, 노인주간보

호 단독기 , 종합병원 등에서 주 하고,  상노인은 

혼자사는 노인으로 심신기능이 하되어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약간의 제한을 가진 의존성 노인들이다. 제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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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서비스는 개별 리, 보건교육, 교통편의 제공, 식, 

미용  이발, 상담서비스, 취미활동, 그리고 가족부양자

를 한 휴식보호서비스 등이 있다(한승의 등, 2001).

국은 노인을 한 주간보호사업의 일환으로 주간병

원을 1952년 옥스퍼드에서 시작하 다. 노인주간병원을 

시작하는 환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24시간 내내 치

료를 요하지 않는 기 심신장애 노인이며, 이들이 받는 

서비스는 일상생활동작의 평가, 사회  능력의 평가, 물

리치료, 작업치료, 집단치료, 식사서비스, 목욕 등의 서

비스를 제공하 다. 국의 노인주간병원의 직원으로는 

노인병 상담의사, 치과의사, 발치료사, 간호사, 작업치료

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보조원

들로 구성되어 있다(한승의 등, 2001).

노인주간병원이 심신장애가 있는 재가 노인들의 재활

을 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에 주간보호센터는 

주로 사회심리 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 으로 

주간병원과 주간센터의 차이 은 후원기 , 직원들의 구

성, 서비스의 범 와 종류, 상노인의 특징, 기 되는 

서비스 결과 등이다(고양곤, 1997).

일본의 경우 1986년에 허약노인이나 와상노인을 해 

통원서비스와 방문서비스를 나 어 실시하던 것을 통합

하여 재택노인 주간보호사업으로 칭하 다. 이러한 노인

주간보호사업은 허약노인이나 거동불편노인을 이동식 리

트가 달린 버스 등을 이용하여 주간보호센터 등에 주 

1～2회 통원시키거나, 집에 방문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

공함으로써 노인의 심신기능의 유지를 도모함과 동시에 

개호하는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주간보호서비스 운 사업의 내용으로는 기본사업(생활지

도, 일상생활동작훈련, 양호, 가족개호자교실, 건강검진, 

교통편의 제공)과 통원사업(목욕서비스, 식서비스), 방

문사업(목욕서비스, 식서비스, 세탁서비스) 그리고 고

령자를 한 간호사가 있는 주택(노인주택), 생활원조원 

사업 등이 있다. 주간보호서비스의 유형은 5가지로 구분

된다(정미경, 1992) 

한국의 경우 한국재가노인복지 의회에서 제공하고 있

는 주간보호센터의 서비스 운용 지침으로는 첫째, 송  

서비스(교통서비스)로서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들을 편안하고 안 하게 통근시키는 서비스이며, 둘째, 

식 서비스로서 양 섭취를 통한 건강의 유지  리

를 도모하며, 셋째, 간호 서비스(건강검진)로서 하된 

질병 항력에 처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도하며, 넷째, 

심리․사회  서비스로서 같은 처지에 있는 노인들과 어

울림으로서 자심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며 사회성을 

증진시키고, 다섯째, 의료 ․신체  서비스로서 질병의 

조기발견  합병증 방을 목 으로 한다(한국재가노인

복지 회, 1999).

주간보호시설의 사업기 은 연면  100㎡이상이 되어

야 하며, 5인 과시에는 1인당 5㎡이상의 거실이 확보

되어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완화 용이 가능하다. 직원은 시설의 장(사회복지사 2  

이상), 사회복지사, 생활보조원, 물리치료사, 사무원, 취

사부, 보조원(운 기사)을 두되, 사회복지시설(단, 10인 

미만시설 제외)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생활

보조원, 물리치료사외의 직원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

 안에서 시설의 직원이 겸임 가능하다(신혜령, 2000).

Ⅲ. 연구방법

1. 조사 상

본 연구의 상자는 강릉시를 심으로 한 동지역

(동해, 삼척, 주문진, 등)에 거주하는 지역사회, 양로원 

 요양원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 450명을 무작

로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하 다. 이  부 한 응답을 

한 58부를 제외한 392명의 조사결과를 분석 상으로 하

다. 연구 상자의 구체 인 선정 기 은 다음과 같다.

-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하는 노인

- 의사소통에 문제가 되는 인지장애가 없는 노인

2. 연구도구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 다. 그 내용으

로는 상자의 일반  특성 6문항, 일과 여가생활 3문

항, 의식주 생활 6문항, 사회  계 3문항, 건강상태와 

행태 8문항 그리고 상자의 노인주간보호시설에 한 

인지도, 필요도, 이용의사가 각각 1문항씩으로 구성되었다.

1) 일과 여가생활

직업여부, 직업만족도 그리고 여가생활 만족도를 조사

하 다. 이 문항은 최헌(1997)의 연구에서 일과 여가생

활에 한 항목을 이용하 는데, 5  척도를 3  척도로 

수정하 다.

2) 의식주 생활

Anderson과 Newman의 보건의료서비스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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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행동주의 모델(Behavioral model)(Anderson, 

1995) 에서 욕구요인을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항목을 

세분화하 다. 생활비 조달방법, 사고 처 경제  여력, 

주  경제상태, 주택소유형태, 주택시설의 편리성 그리

고 주거환경 만족도를 조사하 는데 이  사고 처 경제

 여력, 주  경제상태, 주거환경 만족도는 3  척도

로 구성되었다.

3) 사회  계

사회  계에 한 항목은 Anderson의 행동주의 모

델 에서 가능성요인과 욕구요인의 항목을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조합하여 이용하 다. 평소 여가시간에 주로 

참여하는 것이라는 항목은 6가지의 보기에서 선택하게 

하 으며, 친구 계 만족도와 가족 계 만족도는 3  척

도를 이용하 다.

4) 건강상태와 행태

건강상태에 한 항목으로서 정신건강은 간이정신상태

검사(Mini-Mental Status Examination)를 이용하

다. 한 시력, 청력, 치아상태는 5  척도이며, 규칙  

운동여부, 주  건강상태는 3  척도이다. 일상생활 

독립성은 오희철 등(1996)이 사용한 수단  일상생활동

작(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을 이용

하여 총  30 으로 하 다.

5) 노인주간보호시설에 한 인지도, 필요도, 이용의사

노인주간보호시설에 한 인지도와 필요도는 3  척

도를 통해 측정되었으며, 이용의사는 명목변수로서 측정

되었다.

6) 노인주간보호시설의 정 이용 액, 정거리, 서

비스 항목별 필요도

정경희 등(1998)의 ‘ 국노인생활실태  복지욕구조

사’에서 복지서비스 부분의 일부 항목을  본 연구의 목

에 하게 수정하여 이용하 다. 상자가 노인주간보

호시설을 이용할 경우 하다고 생각하는 이용 액, 

거주지에서 시설까지의 정거리 그리고 시설에서 제공

받고자 하는 서비스 항목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노인주간보호시설의 인지도, 필

요도 그리고 이용의사에 한 질문을 하기 에 다음과 

같은 노인주간보호시설에 한 간략한 설명을 하 다.

 “노인주간보호시설은 낮에 몇시간이나 종일동안 노인

들이 여가생활도 즐기고 일반 인 건강 리를 한 물리

치료나 여러 가지 건강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특히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돌보아 드리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시설입니다. 낮동안 이 시설에서 

지내다가 녁에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3. 자료수집방법

연구자료의 수집을 한 연구보조원으로는 강릉 동

학 물리치료과와 간호과 재학생을 각각 10명씩 선발하여 

연구원들이 2002년 10월 30일과 10월 31일에 연구보

조원들을 상으로 교육을 통하여 효율 인 설문조사가 

되도록 하 다. 직 인 자료수집기간으로는 11월 4일

에서 11월 22일로 하 다. 자료수집방법으로는 연구원

이 조사 상기 에 서면이나 화 등의 통신수단을 통하

거나 직  방문하여 연구목 을 설명하여 조를 구한 

후 연구보조원들이 방문하여 각각의 노인들에게 동의를 

얻은 후 일 일 면 방법을 통해 설문지를 작성하 다. 

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노인주간보호시설에 한 인지

도, 필요도, 이용의사에 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정도를 

악하기 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하 다. 한 주요 변수에 한 빈도와 백

분율을 제시하 다.

5. 연구의 제한

본 연구는 강릉을 심으로 한 동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 392명을 상으로 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른 지역의 노인을 상으로 한 연구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일반화하기에

는 다소 주의가 요구된다.

Ⅳ. 연구결과

1. 상자의 인구사회학  일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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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노인주간보호시설에 한 인지도, 필요도  이용의사                                    (N=392)

          인지도 필요도 이용의사

1 2 3 1) 2) 3) (1) (2)

빈도(n) 14 85 293 174 154 64 321 71

비율(%) 3.57 21.68 74.74 44.36 39.23 16.41 81.89 18.11

 1=잘 알고 있다, 2=들어본 이 있다, 3=모르고 있다

 1)=매우 필요하다, 2)=필요한 편이다, 3)=필요하지 않다

 (1)=있다, (2)=없다

조사 상자인 노인들의 인구사회학  일반  특성에서 

연령별 분포는 60～69세가 16.3%, 70～79세가 

50.0% 그리고 80세 이상이 33.7%로서 70～79세의 

연령군이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남자 25.3%, 여자 

74.7%로서 여자가 많았으며, 결혼상태로는 기혼이 

34.2%, 미혼, 이혼 그리고 사별이 65.8% 다. 월수입

은 50만원 미만이 65.4%로 가장 많았으며, 51～100만

원이 16.4%, 101～200만원이 13.5%, 201만원 이상

이 4.7%순이었다. 교육정도는 무학이 54.5%로서 가장 

많았으며, 졸～ 졸이 41.1%, 고졸 이상이 4.4%순으

로서 졸이하가 부분을 차지하 다. 종교에서는 불교 

34.6%, 기독교 32.2%, 천주교 5.4%, 무교 24.1% 순

이 으며 기타가 3.6%이었다.<표 1>

<표 1>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N=392)

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연령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64

196

132

16.3

50.0

33.7

성별
남

녀

99

293

25.3

74.7

결혼상태
기혼

미혼, 이혼, 사별

135

257

34.2

65.8

월수입

50만원 미만

51～100만원

101～200만원

201만원 이상

253

65

54

20

65.4

16.4

13.5

4.7

교육정도

무학

졸～ 졸

고졸이상

213

161

18

54.5

41.1

4.4

<표 1>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N=392)

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종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무교

기타

137

126

21

94

14

34.6

32.3

5.4

24.1

3.6

계 392 100

2. 주간보호시설에 한 인지도, 필요도  이용의사

에 한 빈도와 비율

조사 상자들의 노인주간보호시설에 한 인지도, 필

요도  이용의사에 한 결과를 <표 2>에 제시하 다. 

인지도에 한 결과를 보면 ‘모르고 있다’가 74.47%로서 

다수 으며, ‘들어본 이 있다’가 21.68%, ‘잘 알고 

있다’가 3.57%로서 본 연구의 상자들은 노인주간보호

시설에 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

도에 한 응답으로서는 ‘매우 필요하다’와 ‘필요한 편이

다’가 각각 44.36%, 39.23%로서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16.41%보다 훨씬 많아서 부분의 상자들은 

노인주간보호시설에 하여 정 인 필요성을 나타내었

다. 한 노인주간보호시설의 이용의사에 한 물음에는 

‘이용의사가 있다’라고 답한 상자가 81.89%로서 ‘이용

의사가 없다’라고 응답한 18.11%보다 훨씬 많은 수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본 연구의 상자인 동

지역의 노인들 부분은 노인주간보호시설에 하여 모

르고 있었으나,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부

분이었으며 향후 시설이 생긴다면 이용할 의사가 있는 

노인들이 많은 걸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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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노인주간보호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선호도                                             (N=321)

서비스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의료서비스(간호, 약복용, 등)    158  49.23    135  42.09     28   8.67

물리치료  작업치료    169  52.69    118  36.83     34  10.49

식사제공    101  31.54    158  49.23     62  19.23

목욕 서비스     94  29.08    124  38.78    103  32.14

교통편의 제공    106  33.08    167  52.05     48  14.87

집단활동서비스(게임, 생일잔치, 등)     71  21.99    170  52.94     80  25.06

음악감상     50  15.42    154  48.07    117  36.50

화감상     40  12.34    145  45.24    136  42.42

개별상담  가족상담     42  13.08    169  52.56    110  34.36

노인 수발교육     44  13.85    196  61.03     81  25.13

가족모임     49  15.38    183  57.18     89  27.44

3. 주간보호시설의 이용 액, 거리  서비스 선호도

이용의사를 결정하는 조건에 한 항목으로는 이용

액, 시설까지의 거리, 원하는 서비스 등이 조사되었다. 

이용의사가 있는 상자 321명의 당하다고 생각되는 

하루 이용 액에 한 응답으로는 5,000원 미만이 

17.75%, 5,000～10,000원이 3.73%이었으나 “무료라

면 이용하겠다”가 73.83%로서 부분이었다.<표 3> 시

설까지의 거리에 한 응답으로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

리’(70.31%)를 가장 선호하 으며, ‘자동차로 10분 미

만’이 13.54%로서 그 다음이었다.<표 4> 시설에서 제공

될 수 있는 서비스의 필요도에 한 질문에서 의료서비

스(간호, 약복용), 물리치료  작업치료가 높은 선호도

를 나타내어 일반 으로 상되는 것과 같이 노인들은 

노인주간보호시설에서 건강유지와 증진에 한 의료서비

스를 가장 우선 으로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표 5>

<표 6> 노인주간보호시설의 정 하루 

이용 액                     (N=321)

이용 액(원) 빈도(n) 비율(%)

         무료 237 73.83

 ～ 5,000  57 17.75

    5,000 ～ 10,000  12  3.73

   10,000 ～ 15,000   8  2.49

   15,000 ～   7  2.18

<표 8> 노인주간보호시설까지의 정거리 

(N=321)

거리 빈도(n) 비율(%)

도보가능거리       226      70.31

자동차로 10분 미만        43      13.54

자동차로 20분 미만        26       8.07

자동차로 20분 이상        26       8.07

4. 주간보호시설의 인지도, 필요도  이용의사 련

요인

주간보호시설의 인지도에 향을 미치는 의미있는 요

인으로는 직업여부, 사고 처 경제  여력, 주거환경에 

한 만족도, 친구 계 만족도, 정신건강, 일상생활 독립

성 정도  연령과 성별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상자 에서 직업이 있고, 갑작스런 사고

에 처할 수 있는 경제  여력이 충분하며, 주거환경과 

친구 계에 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주간보호시설에 

한 인지도가 높은 걸로 나타났다. 한 정신건강 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일상생활 독립성 정도가 낮을수록 주간

보호시설에 한 인지도가 높은 걸로 나타났으며, 일반

 특성에 따른 결정요인으로는 낮은 연령층의 할머니가 

시설에 한 인식도가 높은 걸로 나타났다.

주간보호시설의 필요도에 향을 미치는 의미있는 요

인으로는 직업여부, 사고 처 경제  여력, 주  경제

상태, 주택소유 형태, 정신건강, 시력, 치아상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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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노인의 노인주간보호시설에 한 인지도, 필요도  이용의사

인지도 필요도 이용의사

Estimate(SE) P Estimate(SE) P Estimate(SE) P

일과 여가생활

  직업여부

  직업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

-0.9597(0.31)

-0.0588(0.08)

-0.1271(0.08)

  0.0027**

  0.4710

  0.1422

0.74(0.29)

-0.12(0.07)

-0.09(0.07)

  0.0109*

  0.0901

  0.2031

2.29(0.42)

-0.22(0.10)

-0.12(0.09)

  0.0000***

  0.0254*

  0.2097

의식주 생활

  생활비 조달방법

  사고 처 경제  여력

  주  경제상태

  주택소유 형태

  주택시설의 편리성

  주거환경에 한 만족도

-0.1117(0.12)

-0.5287(0.15)

-0.0267(0.07)

-0.0911(0.13)

-0.0130(0.12)

-0.1373(0.05)

  0.3789

  0.0005***

  0.7124

  0.4840

  0.9180

  0.0200*

0.10(0.10)

0.32(0.12)

-0.12(0.06)

-0.26(0.10)

-0.07(0.10)

0.02(0.04)

  0.3320

  0.0105*

  0.0399*

  0.0096**

  0.5091

  0.5890

0.31(0.15)

0.51(0.17)

-0.00(0.08)

-0.33(0.13)

-0.00(0.14)

0.02(0.06)

  0.0425**

  0.0025**

  0.9806

  0.0123*

  0.9930

  0.7213

사회  계

  주로 참여하는 것

  친구 계 만족도

  가족 계 만족도

-0.0792(0.07)

-0.1594(0.02)

-0.0121(0.05)

  0.2907

  0.0000***

  0.8336

-0.06(0.06)

0.01(0.02)

-0.04(0.04)

  0.2699

  0.5995

  0.3107

0.10(0.08)

0.08(0.02)

-0.04(0.06)

  0.2067

  0.0024**

  0.4445

건강상태와 행태

  정신건강

  병경험 여부

  시력

  청력

  치아상태

  규칙 인 운동여부

  주 인 건강상태

  일상생활 독립성 정도

0.1127(0.02)

-0.3233(0.26)

0.2553(0.13)

-0.1742(0.11)

0.0887(0.13)

-0.3130(0.21)

-0.0110(0.07)

-0.0935(0.02)

  0.0000***

  0.2293

  0.0573

  0.1453

  0.5192

  0.1407

  0.5752

  0.0002***

0.07(0.01)

-0.33(0.21)

-0.30(0.11)

0.18(0.10)

-0.22(0.11)

0.09(0.18)

0.14(0.06)

-0.05(0.02)

  0.0000***

  0.1204

  0.0068**

  0.0593

  0.0446*

  0.5991

  0.0208*

  0.0046**

0.01(0.02)

0.41(0.28)

-0.18(0.14)

0.06(0.13)

-0.00(0.15)

0.35(0.24)

0.22(0.08)

-0.04(0.02)

  0.4910

  0.1488

  0.1969

  0.6288

  0.9993

  0.1584

  0.0090**

  0.0805

일반  특성

  연령

  성별

  결혼상태

  월수입

  교육정도

  종교

-0.4763(0.15)

-0.6981(0.24)

-0.1044(0.26)

0.0426(0.13)

-0.1635(0.18)

-0.1653(0.09)

  0.0028**

  0.0037**

  0.6924

  0.7512

  0.3700

  0.0687

-0.06(0.13)

-0.23(0.20)

0.22(0.22)

0.00(0.11)

0.20(0.15)

0.13(0.07)

  0.6058

  0.2549

  0.3087

  0.9833

  0.1835

  0.0629

-0.08(0.18)

-0.49(0.30)

1.00(0.31)

0.10(0.18)

0.85(0.24)

-0.17(0.10)

  0.6650

  0.1036

  0.0015**

  0.5539

  0.0006***

  0.0777

*p＜0.05,  **p＜0.01,  ***p＜0.001

인 건강상태, 일상생활 독립성 정도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상자 에서 직업이 있고, 사고 처 경제

 여력이 부족하며, 주 인 경제상태가 좋지 않을수

록 그리고 본인 소유의 주택이 아닌 자녀 소유의 주택이

나 세, 월세, 구임 주택에 거주하는 상자일수록 

주간보호시설의 필요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한 

정신건강상태가 높고, 시력과 치아상태가 좋지 않으며, 

주 인 건강상태가 좋고, 일상생활 독립성 정도가 낮

을수록 주간보호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 다.

주간보호시설의 이용의사에 향을 미치는 의미있는 

요인으로는 직업여부, 직업만족도, 생활비 조달방법, 사

고 처 경제  여력, 주택소유 형태, 친구 계 만족도 그

리고 주 인 건강상태 등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  

일반  특성 변수 에서는 결혼상태와 교육정도가 주간

보호시설의 이용의사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상자 에서 직업이 있는데 직업만족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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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고, 생활비를 자신의 직업이 아닌 아들이나 다른 수하

들로부터 조달하며, 사고 처 경제  여력이 부족하며, 

재 거주하는 주택이 자신의 소유가 아닌 상자일수록 

노인주간보호시설의 이용의사가 높은 걸로 나타났다. 

한 친구 계 만족도와 주 인 건강상태가 좋다고 느끼

며, 재 배우자와 함께 기거하지 않고, 교육정도가 높을

수록 이용의사가 높은 걸로 나타났다.

노인주간보호시설의 인지도, 필요도  이용의사에 

향을 미치는 공통 인 요인들로는 직업여부, 사고 처 

경제  여력, 친구 계 만족도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필요도와 이용의사에 공통 으로 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는 직업여부, 사고 처 경제  여력, 주택소유 형태, 

주 인 건강상태 등인 것으로 설명된다. 즉 직업이 있

으며, 사고 처 경제  여력이 부족하고, 자신소유의 주

택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며, 주 인 건강상태가 좋다

고 생각하는 상자의 노인주간보호시설 필요도와 이용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6>

Ⅴ. 고    찰

노인주간보호시설을 포함한 재가복지서비스의 이용의

향에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나, 직 인 노인을 

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그 가족이나 부양자를 

상으로 한 연구가 다수 다. 이가옥과 이미진(2001)

은 노인의 소인요인(predisposing), 가능성요인

(enabling) 그리고 욕구요인(need)이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의향에 어떤 향과 결정작용은 하는지를 연구하

는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주간보호서비스 이용의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하 다. 이런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 다. 한 노인의 교육수 이 높아질수록 주간보

호시설의 이용의향 확률은 증가하 는데 이 한 본 연

구의 결과와 일치하 다. 유배우상태는 주간보호서비스 

이용의향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한 결과를 보여 본 

연구에서의 배우자와 함께 기거하지 않는 경우에 이용의

사가 높다는 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보 다. 한 본 연

구에서는 노인의 주 인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노인주

간보호시설의 이용의사가 높은 결과를 보인 반면, 의 

연구에서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 다고 하 다. 

노인의 경제상태에 따른 노인주간보호시설의 향후 이

용의사에 한 결과를 보면 일반 으로 상되는 바와 

같이 자신의 경제상태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노인의 이용

의사가 높은 결과를 보 다. 직업이 있지만 직업만족도

는 낮고, 생활비를 자신의 직업이 아닌 아들이나 다른 

수하들로부터 조달하며, 사고 처 경제  여력이 부족하

며, 자신소유의 주택이 아닌 상자일수록 노인주간보호

시설의 이용의사가 높은 걸로 나타났다. 이는 이가옥과 

이미진(2001)의 연구결과에서의 가구소득이 주간보호서

비스 이용의향에는 향을 미치지 못하 다는 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보 다.

최해경(1992)은 요양원 이용의사가 있는 수발자의 특

성을 보면, 수발자가 배우자인 경우, 노인이 자녀와의 

계가 좋지 않을수록, 가족소득이 낮을수록, 노인의 건강

후가 좋지 않을수록 요양원 이용의사를 가진다고 하

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고 처 경제  여력이 부족하고, 

자신소유의 주택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는 노인들이 노인

주간보호시설의 필요도와 이용의사가 높다는 것과 등

한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노인가족 부양자가 배우자보

다는 자녀인 경우에 재가복지 서비스인 가정 사원서비

스, 주간보호서비스 그리고 단기보호서비스 모두 이용의

향  필요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는데, 특히 주간보

호서비스는 부양자가 주 으로 느끼는 사회  부담과 

정서  부담이 높을수록 서비스 필요도는 높아지는 결과

를 보여 본 연구에서의 노인자신의 사고 처 경제  여

력이 부족하고, 자신소유의 주택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

는 노인의 주간보호시설의 필요성과 이용의사가 높다는 

결과와 수평 인 비교가 가능한 결과이다(윤 숙, 

2001).

본 연구의 결과에서 노인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노인 에서 하루 정이용 액을 5,000원 미만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8.42%로서 부분을 차지하

다. 한 체 응답자  “무료라면 이용하겠다”가 

60.46%로서 이는 본 연구의 조사지역이 지방으로서 상

인 경제상황이 열악하여 노인들이 통 인 가정에

서의 노후생활과는 달리 시설을 이용하는데 부담을 느끼

고 있는 것으로 악된다. 이에 노후생활의 보장을 한 

노인복지법의 개선이나 연 확  등의 사회 인 제도장

치가 노인주간보호시설의 설립에 선행되어야 한다고 사

료된다.

시설까지의 거리에 한 응답으로는 “걸어서 갈 수 있

는 거리”가 70.31%로 가장 많은 결과를 보인 것을 보면 

부분의 지방노인들은 지역사회에서 멀리 떨어진 시설

에 참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

역사회에 기반을 둔 통 인 지방노인의 정서에 합한 

형태의 노인주간보호시설의 설립을 해서는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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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이 연계되는 방식이나, 보건소와 연계된 모델이 

우선 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이선 , 1998; 정연

강 등, 1999).

노인들이 노인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이유로서 

자신의 건강검진에 한 욕구가 가장 높았다. 그 선호도

를 보면 ‘의료서비스(간호, 약복용 등)’와 ‘물리치료  

작업치료’가 가장 높았다. 그 다음순으로는 ‘교통편의 제

공’, ‘식사제공’, ‘목욕서비스’, ‘집단활동(게임, 생일잔치 

등)’ 등이 있었다. 이에 기존의 노인주간보호시설은 물론

이며, 향후에 설립되는 시설도 교육받은 재활치료 문

가(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와 간호사의 

인력확보가 우선되어야 시설수요자인 노인들의 욕구를 

양질의 치료로서 응할 수 있을 걸로 사료된다.

Ⅵ. 결론  제언

본 연구는 노인주간보호시설의 운 에 필요한 기 자

료를 조사하기 함이다. 노인주간보호시설에 한 인지

도, 필요도 그리고 이용의사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해 조사 상자들의 일과 여가생활, 의식주 생

활, 사회  계, 건강상태와 행태 그리고 상자의 일반

 특성을 조사하 다. 

본 연구의 조사 상자는 강릉을 심으로 동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 392명을 상으로 하 다. 

자료수집기간으로는 2002년 11월 4일에서 11월 22일

까지 다. 직 인 설문조사는 교육받은 연구보조원들

이 노인들을 직  방문하여 본 연구의 목 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일 일 면 을 통해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노인주간보호시설에 한 인지도, 

필요도, 이용의사에 향을 미치는 요인과 향정도를 

악하기 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주간보호시설의 인지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에 하여 분석하 다. 본 연구의 상자 에서 직

업이 있고(p＜0.01), 갑작스런 사고에 처할 수 

있는 경제  여력이 충분하며(p＜0.01), 주거환경

(p＜0.05)과 친구 계에 한 만족도가 낮은 경

우(p＜0.001) 주간보호시설에 한 인지도가 높

게 나타났다. 한 정신건강 정도가 높을수록(p＜

0.001) 그리고 일상생활 독립성 정도가 낮을수록

(p＜0.001) 주간보호시설에 한 인지도가 높은 

걸로 나타났으며, 일반  특성에 따른 결정요인으

로는 낮은 연령층의 할머니가 시설에 한 인식도

가 높은 걸로 나타났다(p＜0.01).

2. 본 연구의 상자 에서 직업이 있고(p＜0.05), 

사고 처 경제  여력이 부족하며(p＜0.05), 주

인 경제상태가 좋지 않을수록(p＜0.05) 그리

고 본인 소유의 주택이 아닌 자녀 소유의 주택이

나 세, 월세, 구임 주택에 거주하는 상자일

수록 주간보호시설의 필요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

타났다(p＜0.01). 한 정신건강상태가 좋고(p＜

0.001), 시력(p＜0.01)과 치아상태가 좋지 않으

며(p＜0.05), 주 인 건강상태가 좋고(p＜

0.05), 일상생활 독립성 정도가 낮을수록 주간보

호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 다(p＜0.01).

3. 본 연구의 상자 에서 직업이 있는데(p＜

0.001) 직업만족도는 낮고(p＜0.05), 생활비를 

자신의 직업이 아닌 아들이나 다른 수하들로부터 

조달하며(p＜0.01), 사고 처 경제  여력이 부족

하며(p＜0.01), 재 거주하는 주택이 자신의 소

유가 아닌 상자일수록 노인주간보호시설의 이용

의사가 높은 걸로 나타났다(p＜0.05). 한 친구

계 만족도와 주 인 건강상태가 좋다고 느끼며

(p＜0.01), 재 배우자와 함께 기거하지 않고(p

＜0.01),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이용의사가 높은 

걸로 나타났다(p＜0.001).

4. 노인주간보호시설의 정 하루이용 액은 ‘무료라

면 이용하겠다’라고 응답한 상자가 73.83%로서 

가장 많았고, ‘5,000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상자

는 그 다음으로 17.75%이었다. 상자 자신의 주

거지에서 노인주간보호시설까지의 한 거리에 

한 응답으로는 ‘도보가능거리’라고 답한 상자가 

70.31%로서 가장 많았으며, ‘자동차로 10분 미만’

이란 응답이 그 다음으로 13.54%이었다. 한 노

인주간보호시설에서 제공되기를 원하는 서비스 항

목에 해서는 ‘의료 서비스(간호, 약복용 등)’와 

‘물리치료와 작업치료’가 가장 선호하는 항목으로서 

의료 인 서비스 제공을 받기를 가장 원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주간보호시설의 

인지도, 필요도  이용의사에 향을 미치는 공통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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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들로는 직업여부, 사고 처 경제  여력, 친구 계 

만족도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필요도와 이용의사

에 공통 으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직업여부, 사

고 처 경제  여력, 주택소유 형태, 주 인 건강상태 

등인 것으로 설명된다. 즉 직업이 있으며, 사고 처 경제

 여력이 부족하고, 자신소유의 주택이 아닌 곳에서 거

주하며, 주 인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상자의 

노인주간보호시설 필요도와 이용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노인을 상으로 한다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통 인 

가족정서에 반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주간보호시설 모

델을 개발하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한 보다 효

율 이면서 다면 인 노인주간보호시설의 구축과 운 을 

한 각계 분야의 문가들로 이루어진 을 통한 로

그램 개발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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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ey Concept : Elderly, Day Care, Welfare, 

Facility

A Basic Survey for Management of 

Elderly Day Care Centers*

Nam, Ki Seok**․Hwang, Ok Nam***

Hwang, Hye Yeon***․Yoon, Sook Ry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rvey basic 

data for management of elderly day care 

centers. In this study, occupation, leisure life, 

and food, clothing and habituation, as well as 

social relationship, health state and behavior, 

and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were 

examined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ir 

cognition, need and preference of the day care 

center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92 elderly, 

aged 60 years or over, living in Gangnung and 

neighboring districts. Data were collected by 

educated interviewers from November 4 through 

November 22, 2002. The subjects were 

interviewed face to face, one for one after the 

interviewee's agreements on the surve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sed with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by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done 

to identify affecting factors for cognition, need 

and preference of the elderly day care center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factors affecting cognition for the day 

care centers were analysed. The subjects 

with an occupation and a lower 

satisfaction level of living environment and 

friendship, who were economically secure 

enough to manage a sudden accident, 

showed a higher level of cognition of the 

day care centers. The subjects with a 

higher level of mental health state and a 

lower level of IADL also showed a higher 

level of cognition.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younger female subjects 

showed a higher level of cognition.

2. The subjects with a lower level of 

perceived economic condition who did not 

own their housing and were not 

economically safe enough to manage a 

sudden accident, had showed a higher level 

of need for the day care centers. It showed 

that the subjects with a high level of 

mental health state, a bad eye sight and 

dental condition, a good perceived health 

condition, and a lower level of IADL, 

needed the centers.

3. The subjects who had an occupation, 

however, not capable of making their own 

daily expenses, and a low occupation 

satisfaction level, and who did not own 

their housing, and were economically poor 

not enough to manage a sudden accident, 

showed a higher preference for the day 

care centers. The subjects with higher 

levels of friendship satisfaction and 

perceived health condition, not living with 

their spouse, and a higher education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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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ed a higher preference for the centers. 

In conclusion, the common factors affecting 

their cognition, need and preference of the day 

care centers were occupation, economic security 

enough to manage accidents, and friendship 

satisfaction level. Especially, the subjects who 

had an occupation, however, not economically 

secure enough to manage accidents, and who did 

not live in their own housing with a good 

perceived health condition, showed high levels of 

need and preference for the day care centers. 

These results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develop the efficient elderly day care centers, 

thus contribute to the elderly welfare in a local 

commun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