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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젊은 세대의 1차 산업 기피와 2, 3차 산업의 선
호에 의한 탈농 현상, 핵가족화의 심화에 의한 독
거노인의 증가 등으로 최근 10년 사이 65세 이상
의 농촌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2배 가까이 높아져 
30%에 육박하고, 생명과학의 발달에 의한 수명의 
연장으로 2000년도에 이미 65세 이상의 인구비중
이 7.1%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했으며 2018년에는 고령사회(aged society), 
20년 후인 2026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로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로 진입
하게 된다1).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
제 중 노인에 대한 보건복지와 응급상황에서의 위
기탈출을 위한 구조적 안전장치는 범사회적인 문제
로 함께 풀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 더욱 사회문제
가 되는 것은 급 ․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독거노인
이나 동거하더라도 전혀 보호되지 않는 재가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무의탁 국민기초생

활보장 수급노인들 조차도 응급상황에서의 대처는 
실로 방치된 상황이라 할 수 있겠다.

이에 독거노인들에 대한 지역사회중심의 보호체
계를 완비하고 위급상황에서 119구급대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응급구조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소방
방재청에서는 1997년부터 무선페이징시스템을 도
입하여 독거노인이나 무의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
급노인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119구급서비스를 제공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2004년 6월말 제도의 취
지에 대한 인식 부족, 수혜대상자 선정, 기기의 성
능불량, 수혜자의 사용미숙과 기피, 관리자의 업무 
과부하 등의 관리상의 문제점으로 보급량에 비해 
이용률이 20% 내외로 현저히 낮아 일각에서는 무
용론을 제기하는 등 시행의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2).

이렇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노인복지를 위해 2007년까지 총 사업비 
327억으로 모두 192,549대의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어 무선페이징의 운영제도의 핵심과 실태를 재고
하고, 대상자 관리나 운영지침 등의 관련요인을 분
석하여 보급과 이용의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필요성이라 할 수 있다.

2. 문헌고찰
우리나라의 무선페이징시스템은 1996년도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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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이 수립되어 1997년도에 시범운영을 하였으며 
1998년 이후 3단계 사업으로 광역시와 전 소방서
에 확대 운영하였기 때문에 무선페이징시스템에 관
한 실질적인 연구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으며, ‘무
선페이징시스템’이라는 검색어로는 어떠한 인터넷
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가 없는 실정이다3). 유럽에서
는 ‘Carephone’, 미국에서는 ‘Personal Emergency 
Response System(PERS)’이라고 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찾기 위한 검색어는 ‘carephone’ ‘PERS’로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무
선페이징시스템’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추주희4)는 무선페이징기기의 성능과 A/S제도의 
부실, 노인복지서비스제도와의 연계성미흡, 기기의 
보급실적 위주의 양적인 성장정책이라고 하였으며, 
무선페이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력과 예산부
족,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
하였다.

안충배3)는 무선페이징시스템의 제도적, 관리적
인 측면을 연구하여 어떤 제품이든지 동일한 기능
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기능의 단순성 등을 강
조하였다.

Douglas A. 등5)은 스스로 장치를 구입한 사람
은 타의에 의해 구입한 사람보다 잘 착용하고 있었
으며, 용도는 주로 낙상, 흉통, 호흡곤란 때라고 
보고하였다.

유형과 무형요소를 포함한 편익비용 면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조길영6)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총편익의 현재값은 20,852천원, 총비용의 현재값
은 385,158천원으로 364,306천원만큼의 순손실이 
발생하여 무선페이징시스템의 활용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한 반면, Sherwood. S.와 Morris. J. 
N.7)은 보스톤과 케임브리지, 메사추세츠에 거주하
는 노인을 대상으로 Lifeline의 이용결과 편익비용
분석에서 7.19편익/비용, 즉 1달러를 소모하는 사
람이 7.19달러의 저축효과를 보였다고 하였다.

3.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일부지역 노인들의 무선페이징 이용

실태 및 이용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무선페이징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무선
페이징의 활용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질병관련 특성, 
건강관련 특성, 기능적 ․ 신체적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도를 파악한다.

2) 연구대상자의 무선페이징의 이용현황을 파악
하고,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다.

3) 무선페이징 이용자 집단과 비이용자 집단의 
특성 차이와 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파악한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일 지역 소방안전본부 소속 5개 소방

서 중 보급자와 사용자가 가장 많은 일부지역의 
119무선페이징시스템 수혜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
으므로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데는 제한점이 있다.

Ⅱ. 대상과 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1998년부터 2005년 6월 사이에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무선페이징을 보급 받은 광역
시 일 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과 무의탁 국민기
초생활보장수급노인 및 동거하지만 보호받지 못하
는 재가노인, 장애인 등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로 하였다. 이들 수혜자 452명 중 계통적 확률표
본추출에 의해 선정된 226명을 대상으로 직접 가
정방문을 하여 무선페이징의 운영현황 및 향후 발
전방안, 연구목적 등을 설명하고 면접조사를 시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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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인구학적 특성과 자기건강관리, 사회적지지도 

등에 관한 조사도구는 표준화된 도구를 활용하였고 
일부는 소방방재청의 무선페이징시스템 관리 및 운
영지침을 근간으로 예방의학, 응급의학 전문의와 
노인전공 간호학교수, 응급구조학 전공교수 조언으
로 연구자가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1) 제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성별, 교육정도, 가족

관계, 종교 등 6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실수와 백
분율을 이용하였다.

건강 및 질병관련 특성은 자가건강상태와 병원
의 이용정도, 급성질환여부, 고통받는 질환여부, 
낙상유무와 보조기구 사용에 관한 문항 등 총 7문
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실수와 백분율을 이용하였다.

(2) 자기건강관리 정도
Katz의 ADL Index(Katz et al. 1963)를 ‘도움 

없이 할 수 있다’, ‘부분적으로 도움을 받아 할 수 
있다’, ‘혼자서는 전혀 할 수 없다’ 등의 3단계로 
나누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장기요양보호 대
상 노인의 수발에서 사용하였던 문항과 권영숙8)이 
‘노인단독가구의 지역사회 건강관리 프로그램개발’
에서 사용하였던 7개 항목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
의 점수는 ‘도움 없이 할 수 있다’ 3점, ‘부분적으
로 도움을 받아 할 수 있다’ 2점, ‘혼자서는 전혀 
할 수 없다’ 1점 등 3단계로 나누었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하며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0.912(0.885~ 
0.946)이었다.

기능적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IADL; Instrumental 
Activites of Daily Living)은 전화사용, 물건사기, 
식사준비, 가사돌보기, 세탁하기, 교통이용, 약복
용, 돈관리 등 8문항으로 하였다. 각 문항의 점수
는 ‘할 수 있다’ 1점, ‘할 수 없다’ 0점 등 2단계로 
나누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동작 수행능

력이 높음을 의미하며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0.800(0.741~0.833)이었다.

(3) 사회적 지지도
사회적 지지도는 Smilkstein9)이 개발한 가족기

능지수(Family APGAR Score)를 활용하였다. 이 
도구는 가족의 필수적 기능인 적응성, 협력성, 발
전성, 애정성, 해결성의 총합을 보는 5문항의 설문
으로 가족과 같이 살지 않을 경우는 동일한 문항으
로 가족 대신하는 친지 등의 기능으로 측정하였으
며 각 항목별 0~2점을 주어 총점으로 가족의 기능
을 평가하며, 7점 이상이면 기능이 좋은 가족이며, 
3점 이하이면 가족기능에 심한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남자의 가족지수는 9.17, 여
자의 가족지수는 7.40으로 남여 모두 가족기능이 
좋았으며 Cronbach's alpha 값은 0.924(0.895~ 
0.921)이었다.

(4) 무선페이징 기기 이용실태와 만족도
무선페이징 기기 이용실태는 보유기간, 기기형

태, 사용정도와 착용유무 등을 질문하였으며 기기
이용 만족도는 무선페이징의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
인 이용방법 숙지여부와 기기 사용의 불편함, 기기
의 작동상태, 정비에 대한 만족도, 이용을 촉진하
는 요인인 이용시기, 사용에 대한 만족도, 소지함
으로 느끼게 되는 심리적인 잇점, 무선페이징의 편
의성, 소방공무원 같은 관리자의 태도 등 12문항으
로 구성하여 실수와 백분율을 이용하였다.

4. 자료수집방법
설문을 통한 자료수집기간은 2005년 8월부터 9

월까지로 일광역시 일부소방서에서 페이징 수혜자 
관리를 하고 있는 의무소방대원 2명에게 연구목적
과 설문방법 등을 교육한 후 무선페이징을 보급 받
은 수혜자 452명 중 계통적 확률표본추출에 의해 
선정된 226명을 대상으로 주소지의 가정을 방문하
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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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특    성 구    분 빈도수(N) 백분율(%)

성    별 남자 36 16.0
여자 189 84.0

교육정도

무학-한글모름 84 37.3
무학-한글해독 59 26.2

초졸 61 27.1
중졸 7 3.1

고졸이상 14 6.2

결혼상태

기혼 30 13.3
미혼 3 1.3
사별 187 83.1
이혼 4 1.8
별거 1 0.4

동거가족 여부 없다 171 75.7
있다 55 24.3

생존가족 여부 없다 86 38.7
있다 136 61.3

종    교

기독교 80 35.6
천주교 44 19.6
불교 27 12.0
없음 74 32.9

5.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V11.0을 이용하여 무선페

이징 수혜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 및 질병
관련특성, 사회적활동 및 지지망, 무선페이징 이용
실태 등을 백분율과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측정 도구들의 내적 일관성검사는 Cronbach's 
alpha계수로 측정하였다.

Ⅲ. 결  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 대상자는 수혜자 452명 중 계통적 확률표
본추출에 의해 선정된 226명으로 남자 37명, 여자 
189명이었다(표 1). 이들의 교육정도는 무학으로서 
한글을 모르는 경우는 84명, 무학이지만 한글을 해
독할 능력이 있는 경우는 59명이었으며 초등학교 
61명, 중학교 7명,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는 
14명이었다.

조사 대상자의 83%인 187명이 사별을 하여 혼
자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61.3%인 136명
이 생존가족은 있으나 75.7%인 171명이 동거가족 
없이 혼자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67% 이상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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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건강 및 질병관련 특성
특    성 구    분 빈도수(N) 백분율(%)

자가건강상태

매우나쁘다 19 8.4
나쁘다 136 60.2
보통 59 26.1
좋다 12 5.3

상대적건강상태

매우나쁘다 18 8.0
나쁘다 107 47.3
보통 80 35.4
좋다 20 8.8

매우좋다 1 0.4

병원이용여부 없다 57 25.2
있다 169 74.8

급성질환여부 없다 159 70.7
있다 66 29.3

고통받는질환여부 없다 20 8.8
있다 206 91.2

낙상여부 없다 178 78.8
있다 48 21.2

보조기구사용여부 사용안함 135 59.7
사용 91 40.3

2. 건강 및 질병관련 특성
조사대상자들의 건강상태는 자기 자신이 느끼는 

상태와 또래의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자가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답한 경우가 136명으로 전 응답
자의 60.2%를 차지하였으며 ‘보통’이라고 느낀 경
우는 26.1%, 매우 좋다고 느낀 경우는 0%로 86%
이상이 건강에 자신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한 또래들과 비교했을 때의 상대적 건강상태는 ‘나
쁘다’고 생각한 경우가 47.3%, ‘보통’이라고 생각
한 경우는 35.4%로 또래들에 비해서는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경향이었다(표 2).

조사대상자들의 86% 이상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결과, 병원의 이용여부도 74.7%로 높았으며 

이들의 질환 특성은 70.7% 정도가 만성질환이었
다. 3개월 이상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고 응답
한 경우도 91.2%로 거의 모두 노환으로 고통을 받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사회적 활동 및 지지망
수혜자들에게 전화를 해 주거나 방문을 하여 도

움을 주는 사회적 지지망의 경우는 가족이 52.2%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15.2%였지만, 23.7%인 53명에게는 아무도 방문이나 
전화를 해 주지 않았다. 자원봉사자나 사회봉사자의 
방문을 받은 경우는 18.8%정도밖에 되지 않아 사회
적 지지망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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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사회적 지지망
특    성 구    분 빈도수(N) 백분율(%)

도움을
주는 사람

가족 117 52.2
친척 3 1.3

자원봉사자 8 3.6
사회복지사 34 15.2

없다 53 23.7
기타 9 4.0

<표 4> 무선페이징 보유실태와 이용률
특    성 구  분(개월) 빈도수(N) 백분율(%)

무선페이징을 
지급받은 개월 수

2~10 33 15.9
11~20 56 27.0
21~30 47 22.6
31~40 46 22.2
41~50 13 6.3
51~60 8 3.9
61~66 5 2.4

무선페이징을 
지급받은 년도

1999 2 1.4
2000 6 4.1
2001 12 8.3
2002 41 28.3
2003 34 23.4
2004 27 18.6
2005 23 15.9

4. 무선페이징 이용실태

(1) 보유실태와 이용률
무선페이징은 2002년도에 지급받은 경우가 41명

으로 가장 많았으며 2003년도에 받은 경우는 34
명, 2004년도에 지급받은 경우는 27명, 2005년도
에는 23명이 지급받아 전체의 86.2%가 2002년도 
이후에 지급을 받아 이용하고 있었다(표 4).

지급을 받게 된 동기는 79.1%가 관련기관의 권유
였으며 본인이 원해 지급을 받은 경우는 4.0%뿐이었
으며 지급된 기기의 형태는 73.3%가 일체형이었다.

착용정도는 항상 가지고 다는 경우는 10명뿐이
며 가끔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39명, 나머지 
78.3%인 177명은 전혀 가지고 다니지 않았는데 이
는 사용을 하지 않는 이유 중 92%가 ‘아픈적이 없
어서’라고 답한 것으로 볼 때 특별히 응급상황이 
없어서 거의 이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William C. Mann10)은 무선페이징에 대한 부정적
인 시각을 가진 사람의 경우 ‘그다지 소용도 없으
면서 썩 마음에 들지도 않고 주제넘게 사생활을 침
해 한다’고 생각하며 이들은 설치하는 것을 동의하
지도 않을 것 같고 설치한다 하더라도 전혀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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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성 구    분 빈도수(N) 백분율(%)

지급동기

관련기관의 권유로 178 79.1
본인이 원해서 9 4.0
가족의 권유로 2 0.9

건강관련종사자의 권유로 1 0.4
기  타 35 15.6

기기형태 일체형 165 73.3
분리형 60 26.7

착용빈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177 78.3
가끔 가지고 다닌다. 39 17.3
항상 가지고 다닌다. 10 4.4

작동법 교육상태

전혀 이해되지 않았다. 1 0.4
이해되지 않았다. 32 14.2

보통이다. 47 20.8
약간 이해되었다. 71 31.4

매우 잘 이해되었다. 75 33.2

이용방법 정도

전혀모른다. 1 0.4
약간안다. 29 12.8
보통이다. 41 18.1
잘안다. 90 39.8

매우 잘안다. 65 28.8

작동상태 정도

매우 불만족스럽다. 1 .4
불 만족스럽다. 9 4.0

보통이다. 32 14.2
다소 만족스럽다. 95 42.2
매우 만족스럽다. 88 39.1

이용여부 비 이용자 184 81.4
이용자 42 18.6

사용안한 이유
아픈적이 없어서 162 92.0
사용법을 몰라서 2 1.1
자주 고장이 나서 1 .6

기타 11 6.3
6개월 이용횟수 없음 184 18.7

있음 42 81.3

총 이용횟수
1 16 38.1
2 9 21.4
3 10 23.8

4회 이상 7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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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무선페이징이용자의 이용목적 및 기기관련사항
특    성 구    분 빈도수(N) 백분율(%)

사용목적
급성 및 응급질환발병시 20 48.8

만성질환 재발시 7 17.1
예약된 진료를 받기 위해 이동시 12 29.3

기타 2 4.9

신고 후 도착시간
5분 후 36 87.8
10분 후 4 9.8
20분 후 1 2.4

사용만족도
정도

보통이다 6 14.6
다소 만족스럽다. 17 41.5
매우 만족스럽다. 18 43.9

사용불편감
정도

불편하다. 2 4.9
보통이다. 6 14.6

별로 불편하지 않다. 16 39.0
전혀 불편하지 않다. 17 41.5

서비스만족도
정도

보통이다. 10 4.5
만족하다. 38 17.0

매우만족하다. 21 9.4
수리나 교체를 요구한 일이 

없어서 모르겠다. 155 69.2

교체요청 후
걸린 시일

1~2 50 81.9
3~10 8 12.9

1개월~2년 6개월 3 4.8

전원 꺼놓은
이유

사용할 일이 없어서 15 45.5
귀찮아서 8 24.2

전화요금이 나오니까 4 12.1
기타 6 18.2

소방공무원에
대한 생각

보통이다 5 2.2
다소 만족스럽다. 37 16.4
매우 만족스럽다. 184 81.4

것 같지 않다고 보고한 경우도 있다.
이용을 한 경우는 기기의 작동 상태에 대해 매

우 만족스러운 경우가 39.1%, 다소 만족스러운 경
우가 42.2%로 81.3%가 만족스럽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이용한 경험이 있는 수혜자
는 42명으로 이중 2명은 이용횟수가 10회로 가장 

많았으며 1회 이용한 경우가 40.5%를 차지하였다. 
지급받은 이후 총 이용횟수는 38.1%인 16명은 1회, 
21.4%인 9명은 2회, 23.8%인 10명은 3회를 이용
하여 83.3%가 1~3회 정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일부 한두 명은 만성질환으로 인해 예외적으
로 40~50회를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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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지급동기에 따른 이용 여부
이용 여부 전 체비이용자 이용자

지급
동기

관련기관의 권유로 141 37 178
본인이 원해서 7 2 9
가족의 권유로 2 ․ 2
건강관련종사자 1 ․ 1

기타 32 3 35
전 체 183 42 225

<표 7> 지급동기에 따른 평균 이용횟수
지급동기 N 평균이용횟수 표준편차

관련기관의 권유로 37 4.65 9.97
본인이 원해서 2 3.00 0.00

기타 3 1.33 0.58
합계 42 4.33 9.39

(2) 무선페이징이용자의 이용목적 및 기기관련사항
사용목적은 ‘급성 및 응급질환으로 인한 경우’가 

20명으로 사용자의 48.8%였으며, ‘예약된 진료를 
받기 위해 구급차를 부르는 경우’가 12명으로 
29.3%였다. 구급차를 요구했을 때 구급차의 현장 
도착 소요시간은 10분 이내가 87.8%, 10분 이후는 
12.2%로 수혜자에 대한 소방의 구급서비스는 매우 
양호하였다.

무선페이징에 대한 사용 만족도 정도는 ‘매우 만
족스럽다’가 43.9%, ‘다소 만족스럽다’는 41.5%로 
85.4%가 만족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사용상의 불
편감 정도는 ‘전혀 불편하지 않다’라고 답한 경우가 
41.5%, ‘별로 불편하지 않다’고 답한 경우가 39.0%
로 80%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사용하였다.

무선페이징의 수리나 교체를 요구할 때의 서비
스에 대한 만족도는 수리나 교체를 요구한 적이 없
는 155명 이외에는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고 답하였
다. 교체 요청을 한 경우에는 81.9%가 하루 이틀 
후에 돌려받아 기기에 대한 A/S는 좋은 것으로 응
답하였다.

수혜자가 전원을 꺼 놓은 경우는 45.5%가 ‘사용
할 일이 없어서’라고 답하였으며 12.1%는 전화요금
에 대한 부담감으로 전원을 꺼 놓은 실정이었다.

수혜자들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생각은 ‘매우 만
족스럽다’고 응답한 경우가 81.4%, ‘다소 만족스럽
다’고 응답한 경우는 16.4%로 97.8%가 소방공무원
에 대한 신뢰를 보였다(표 5).

5. 지급동기에 따른 이용 여부와 평균 
이용횟수

지급동기에 따른 이용여부는 ‘관련기관의 권유
로’ 지급받은 경우가 3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본
인이 원한 경우’는 2명으로 전체 이용자수에 비해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는 외국의 경우
와 같이 본인이 필요해서 사설 PERS에 가입한 경
우가 아니고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보급을 한 형태
이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평균 이용횟수도 ‘관련
기관의 권유’인 경우가 4.65회, ‘본인이 원한 경우’
는 3.0회로 다소 이용횟수가 낮았다(표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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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착용빈도에 따른 이용 여부
이용여부 전 체비이용자 이용자

착용
빈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141 36 177
가끔 가지고 다닌다. 34 5 39
항상 가지고 다닌다. 9 1 10

전  체 184 42 226

<표 9> 착용빈도에 따른 평균 이용횟수
착용빈도 N 평균이용횟수 표준편차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36 2.42 1.57
가끔 가지고 다닌다. 5 18.60 24.36
항상 가지고 다닌다. 1 2.00 0.00

합  계 42 4.33 9.39

<표 10> 작동법 교육상태에 따른 이용 여부
이용여부 전 체비이용자 이용자

작동법 교육상태

전혀 이해 안 됨 1 . 1
이해 안 됨 29 3 32

보통 42 5 47
약간 이해 됨 55 16 71
매우 이해 됨 57 18 75

전  체 184 42 226

6. 착용빈도에 따른 이용여부와 평균 이용횟수
착용빈도를 볼 때 이용자 42명 중 36명은 ‘가지

고 다니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가끔 가지고 
다닌다’고 응답한 사람은 비이용자 34명, 이용자 5
명이었다. 또 ‘항상 가지고 다닌다’고 응답한 경우
는 비이용자 9명과 이용자 1명 뿐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경우는 전 조사자의 4%정도 뿐이었다. 이
들의 평균 이용횟수는 ‘가끔 가지고 다닌다’고 응답
한 경우에 18.60회로 필요한 경우에만 착용하고 응
급상황을 대비하여 착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표 8, 9).

7. 작동법 교육상태에 따른 이용 여부와 평균 
이용횟수

작동법에 대한 교육상태는 이용자 42명 중 34명
은 이해를 하고 있었으며,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
에서 이용하는 경우도 3명이나 있었다. 비이용자들
은 72명이 이해를 거의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을 기피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평균 이용횟수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경우에 2.7회
를 보인 반면 ‘약간 이해를 한다’고 응답한 경우에 
5.0회, ‘매우 이해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5.1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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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작동법 교육상태에 따른 평균 이용횟수
작동법 교육상태 N 평균이용횟수 표준편차

이해 안 됨 3 1.67 1.155
보통 5 1.00 .000

약간 이해 됨 16 5.00 12.055
매우 이해 됨 18 5.11 8.871

합  계 42 4.33 9.390

기기사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이용횟수도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11).

Ⅳ. 고  찰
본 연구는 무선페이징을 지급받은 광주광역시 

일부지역 독거노인들과 무의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 및 동거하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재가노
인, 장애인들의 무선페이징 이용 및 이용에 관한 
만족도, 그리고 무선페이징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무선페이징의 활용도를 증진
시키고 수혜자들에 대한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위해 수혜자 226명을 계통적 확률 
표본추출에 의해 서술적 상관관계로 분석하였다.

무선페이징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수혜자들의 
건강관리 정도, 사회적 지지도와 가족기능지수 등
을 평가하고 이와 관련된 무선페이징 기기의 이용
실태와 만족도 등을 분석하였다.

수혜자들의 86% 이상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74.4%로 매우 높았으며 
이들의 질환 특성은 70.7% 정도가 만성이었다. 3
개월 이상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경
우도 91.2%로 거의 모두 노환이나 만성질환에 고
통을 받고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고령으로 인한 정
신적인 스트레스를 무선페이징을 소지함으로써 줄
일 수 있다는 Douglas A.의 보고에 의하면 이들도 
일상생활 중 무선페이징의 이용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 볼 수 있다.

신체적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은 Cronbach's 
alpha 값이 0.912이었으며, 보다 높은 수행능력인 
도구적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의 Cronbach's alpha
값은 0.800으로 일상생활 중에 무선페이징을 이용
하는 데는 생활동작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가족의 방문과 정기적인 접촉으로 관심이 높을
수록 PERS가입자가 많고 PERS프로그램에 가입한 
경우가 많다는 Douglas A.5)의 보고와 같이 가족과 
친지들의 방문이나 전화통화가 많을수록 무선페이징
의 이용횟수도 많았으며 가족기능지수도 Cronbach's 
alpha 값이 0.924로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망의 경우 가족이 52.2%로 가장 많
았으며 사회복지사나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는 경
우가 38.8%를 차지하여, 소방공무원이 무선페이징
을 관리하고 수혜자를 교육함으로써 발생하는 업무
의 과부하를 사회복지사나 자원봉사자들에게 위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효과는 
지역사회 노인 보호를 위하여 담당복지사, 가정간
호, 가정봉사원, 주간보호, 단기보호 등 노인복지
서비스를 지역사회의 봉사자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연구보고서11-13)와 독거 여자노인
의 경우 친구나 이웃으로부터 얻는 만족감이 크다
는 보고14)에서도 지적하고 있다.

무선페이징을 소유한지 3년 이내인 경우는 84명
으로 전체의 86.2%였으며, 이들은 거의 관련기관
의 권유에 의해 받게 되었으며 본인이 필요에 의해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4%뿐이었다. 이러한 수동적 
소유로 인해 무선페이징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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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이 부족할 뿐 아니라 착용빈도도 매우 낮았으
며 PERS에서와 같이 사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15)고 본다.

William C. Mann10)도 무선페이징에 대한 부정
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의 경우 ‘그다지 소용도 없
으면서 썩 마음에 들지도 않고 주제넘게 사생활을 
침해 한다’고 생각하며 이들은 설치하는 것을 동의
하지도 않을 것 같고 설치한다 하더라도 전혀 사용
할 것 같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이용한 경험이 있는 수혜자
는 42명 뿐으로 이중 2명은 이용횟수가 10회 정도
로 많았고, 1회만 이용한 경우는 40.5%를 차지하
였다. 지급받은 이후 총 이용 횟수는 38.1%인 16
명이 1회, 23.8%인 10명은 3회, 21.4%인 9명은 2
회 이용하여 83.3%가 1~3회 정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국의 경우 PERS의 사용빈도는 
매년 가입자당 평균 0.44회에서 0.88회로 증가하
고 있다는 보고16)에 비해 이용횟수가 매우 낮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

무선페이징 기기의 작동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81.3%로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나 2004년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많이 지적된 바와 같이, 일부 수혜
자의 경우는 작동불량과 기기 AS에 대해 매우 불
만족스러운 경우도 있었다. 노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보면 기능의 단순함이 요구되며3) 전화기와
의 호환성, 응급상황에서의 손쉬운 작동이 이루어
져야 한다.

사용목적은 급성과 응급질환으로 인한 경우가 
사용자의 48.8%였으며 예약된 진료를 받기위해 무
선페이징을 이용한 경우는 29.3%였다. 이러한 결과
는 PERS를 사용하는 독거여성노인의 대부분이 심
장병과 근골격질환 등의 만성질환이었다는 보고16)

와 일치하였다.
착용빈도는 이용자 42명 중 36명은 가지고 다니

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항상 가지고 다닌다
고 응답한 경우는 이용자와 비이용자 모두 합해서 
4%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PERS 가입자
의 경우 ‘전일 착용하고 있는 경우’가 45%, ‘부분 

착용하고 있는 경우’는 27%, ‘미착용자’는 27%였다
는 보고5)와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었다. Douglas 
A.의 보고에 의하면 낙상의 위험에 처해있는 사람
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착용빈도가 높았다고 하
였으며, 장치에 대한 사용법과 작동법에 대해 교육
을 받은 사람의 착용빈도가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수혜자 자신의 기호와 일치하여 장치를 구입한 경
우는 가족구성원이나 건강관리종사자들의 권유에 
의해 장치를 구입한 사람보다 착용빈도가 높았으
며, 가족구성원의 제안에 의해 PERS를 구입한 개
인들은 개인 스스로 구입결정을 내린 사람들보다 
착용빈도가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우리나라는 정부
에서 정책적으로 일괄 배급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용상의 편의성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경우는 기
기에 대해 무관심 할 수밖에 없고 휴대용 발신장치
를 착용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므
로 정책일관도 보다는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구입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Ⅴ. 결론 및 제언
무선페이징 수혜자 452명 중 계통적 확률표본추

출에 의해 선정된 226명의 건강과 질병관련특성 
및 무선페이징 이용실태는 다음과 같았다.

무선페이징 수혜자들의 건강상태는 86% 이상이 
건강에 자신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또래들
과 비교했을 때의 상대적 건강상태는 ‘나쁘다’고 생
각한 경우가 47.3%로 또래들에 비해서는 더 낫다
고 생각하는 경향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의 86% 이상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결과, 병원의 이용여부도 74.7%로 높았으며 
이들의 질환 특성은 70.7% 정도가 만성질환이었
다. 3개월 이상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고 응답
한 경우도 91.2%로 거의 모두 노환으로 고통을 받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체적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도 Cronba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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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ha 값이 0.912(0.885~0.946)이었으며, 보다 높
은 수행능력 단계인 도구적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
력은 Cronbach's alpha 값이 0.800(0.741~0.833)
으로 ADL과 IADL은 대체로 좋은 편이었다.

수혜자들에게 전화를 해 주거나 방문을 하여 도
움을 주는 사회적 지지망의 경우는 가족이 52.2%
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15.2%였지만, 23.7%인 53명에게는 아무도 방문이
나 전화를 해 주지 않았다. 자원봉사자나 사회봉사
자의 방문을 받은 경우는 18.8% 정도밖에 되지 않
아 사회적 지지망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선페이징은 전체의 86.2%가 3년 이내에 지급
을 받아 이용하고 있었으며, 지급을 받게 된 동기
는 79.1%가 관련기관의 권유였으며 본인이 원해 
지급을 받은 경우는 4.0%뿐이었으며 지급된 기기
의 형태는 73.3%가 일체형이었다.

착용정도는 78.3%가 전혀 가지고 다니지 않았는
데 이는 사용을 하지 않는 이유 중 92%가 ‘아픈적이 
없어서’라고 답한 것으로 볼 때 특별히 응급상황이 
없어서 거의 이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기의 작동 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81.3%가 만
족스럽게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최근 6개
월 이내에 이용한 경험이 있는 수혜자는 42명, 지
급받은 이후 총 이용횟수는 83.3%가 1~3회 정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목적은 ‘급성 및 응급질환으로 인한 경우’가 
사용자의 48.8%였으며, ‘예약된 진료를 받기위해 
구급차를 부르는 경우’가 12명으로 29.3%였다.

구급차를 요구했을 때 구급차의 현장 도착 소요
시간은 10분 이내가 87.8%, 10분 이후는 12.2%로 
수혜자에 대한 소방의 구급서비스는 매우 양호하
였다.

무선페이징에 대한 사용 만족도는 85.4%가 만족
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80%가 불편함을 느끼지 못
하고 사용하였다.

무선페이징의 수리나 교체를 요구할 때의 서비
스에 대한 만족도는 수리나 교체를 요구한 적이 없
는 155명 이외에는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고 답하였

다. 교체 요청을 한 경우에는 81.9%가 하루 이틀 
후에 돌려받아 기기에 대한 A/S는 좋은 것으로 응
답하였다.

수혜자가 전원을 꺼 놓은 경우는 45.5%는 ‘사용
할 일이 없어서’라고 답하였으며 12.1%는 ‘전화요금
에 대한 부담감’으로 전원을 꺼 놓은 실정이었다.

수혜자들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생각은 97.8%가 
소방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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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f Personal Emergency Response System among 
Community Residing Elderly

Hay-Rran Kwon* ․ Ji-Yun Jung** ․ Gil-Soon Choi***

Health and disease related characteristics of 226 selected by systematic sampling from 452 
personal emergency response system(PERS) beneficiaries and actual conditions of using PERS by 
them are as follows.

Over 86% of PERS beneficiaries have not good health conditions and 70.7% of them have 
chronic diseases.

On social supports family was highest as 52.2% and cases having social workers' assistance 
were 15.2%, but 53 as 23.7% had not visit or call from anyone and showed very low social 
supports.

86.2% was given PERS within 3years and 79.1% had it by the recommendation from related 
agencies and 4.0% was by their demand.

On wearing it, 78.3% didn't bring it with them and 92% of them answered they were not sick 
and then it was found that they didn't use it because they had not special emergency.

On satisfaction with paging system's operation, 81.3% answered they were satisfied with it, 
48.8% used it for ‘acute and emergency diseases’ and 29.3% called ambulance for ‘appointed 
medical treatment’.

Time required for ambulance to arrive at the field was within 10 min. in 87.8% and after 10 
min. in 12.2% and emergency service for beneficiaries by fire service was very good.

On satisfaction with use of PERS, 85.4% were satisfied with it, 81.9% who requested repair or 
replacement of radio paging got it back after one or two days of their request and they answered 
they were satisfied with A/S.

45.5% answered they powered off it because ‘they didn't use it’ and 12.1% had ‘economical 
reason of phone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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