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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 은 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시설 만족도, 불안, 자아 존 감, 스트 스, 우울이 생활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밝히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하여 K시에 소재한 요양시설 입소노인 271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자료 분석은 SPSSWIN 18.0 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일원변량분석, 상 분석 등을 

실시하 고, 실증분석은 유의수  5%에서 검증하 다. 분석결과에 하여, 첫째, 입소노인의 성별과 연령, 교육정도, 배우자 

유무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생활만족도는 서비스 만족도, 의료서비스 만족도, 시설환경 만족

도, 자아존 감과 상 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자아존 감과 서비스 만족도, 시설환경 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족 계 

스트 스가 낮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볼 때, 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자아존 감과 서비스 만족도, 시설환경 만족도가 정 인 향을 주는 요한 요소임을 시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how the facility satisfaction, anxiety, self-esteem, stress, and depression of the elderly

in care facilities affect their life satisfaction. The objects of the study were 271 elderly in 8 care facilities located

in Seoul and associated areas. The results of a questionnaire, which was carried out from the 10th March to 25th

August 2013, were analyzed. For data analysis, a t-test, one-way variance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proof 

analysis on the SPSSWIN 18.0 program was conducted at the significance level of 5%. The analysis revealed the 

following. Firs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life satisfaction depending on age, sex, education level, and marital 

status. Second, life satisfaction was related to service satisfaction, medical service satisfaction, facility environment 

satisfaction, and self-esteem. Third, life satisfaction was higher if self-esteem, service satisfaction and facility 

environment satisfaction were higher, and if the family relationship stress was lower. Overall, self-esteem, service 

satisfaction, and facility environment satisfaction of the admitted elderly were positive influential factors of lif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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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속한 고령화 상으로 인해 노인성 증질환자가 

증가추세이다. Statistics Korea[1]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2.2%

로 1970년 3.1%에서 지속 으로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변화에 의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방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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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하여 정부는 2008년 7월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 다. 

노인장기 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정원수는 2012년도 

167,884명에서 2013년도 174,592명으로 0.96%가 증가하

다[1].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은 입소노인들의 생활

만족도에 한 향을 미친다. 요양서비스의 질이 낮

다는 것은 입소노인의 삶의 질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입소노인의 증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서

비스의 질  향상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노인장기 요양시설은 독립 인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가진 노인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

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시설 입소노인들은 가족의 

보호를 떠나 생활하게 되므로 시설만족 정도에 따라 생

활만족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시설 입소

노인은 가정과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지속 인 유 계를 통해 생활만족을 얻고자한다. 시설

에 입소하여 정 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은 요양시설에

서 제공하는 서비스 수 에 의해 생활만족  행복감의 

주  안녕감이 증가하 다[2].

그러나 시설에 입소하여 부정 으로 생활하는 노인들

은 생활만족에 한 거부감이 나타났다. 이러한 거부감

은 시설입소에 한 수치심, 낯선 시설생활, 자식과의 

계단 에 한 두려움으로 인해 유발되었다. 그 결과 폭

음, 울음, 자살시도의 형태로 나타났다[3]. 

노인장기 요양시설은 가정에서 캐어하기 힘든 질환자

를 한 편안한 서비스시설이 요구된다. 따라서 장기요

양시설 운 자는 노인의 다양한 로그램을 개발하여 입

소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노인 장기

요양시설에 해 2013년도 평가한 결과, 노인성 질환자

들이 생활하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질이 2년  평가 때

보다 하락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소규모 입소시설의 노

인성 질환자들은 삶에 직 향을 주는 편의시설이 개선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4]. 이러한 문제 에 해 입

소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가 필요

하다.

지 까지의 연구들은 입소한 노인 가족에 한 만족

도 조사, 시설의 운 , 입소한 노인들이 인식하는 서비스 

만족도와 생활만족도 등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

다[2-5]. 물론 이에 한 연구도 요하지만 노인장기 요

양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이 임종까지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요양시설 입소자들이 인식하는 불안, 우울, 스트

스가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향이 있는지 연구의 필요

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노인장기요양시설에 한  시설

의 황과 생활만족도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노인요양시

설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분류하고, 이

들이 요양시설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장기 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시설만족도, 불안, 자아존 감, 스트 스, 우

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자 한다.

1.2 연구문제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원 입소노인의 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는 어떠한가?

둘째, 요양원 입소노인의 시설 만족도,  자아존 감, 

스트 스, 우울이 생활만족도에 어떤 향을 미

치는가?

셋째, 요양원 입소노인의 생활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를 해 2013년 3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서

울과 부권 지역의 요양시설 8개소의 입소노인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연구 상자의 표본크기

는 Cohen의 표본추출 공식에 따른 검정력 분석 로그램 

G*Power 3.1을 이용하 으며, 5%유의수 과 80% 검정

력, 독립변수 5개  효과크기는 간지수 0.15로 지정하

여 최소 표본 수는 123명으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설문조사는 총 337부를 실시하 다. 그 에서 

무응답이거나 불성실한 응답 66부를 제거하고, 271부의 

응답결과를 분석데이터로 활용하 다.

2.2 연구 설계

조사도구는 인구사회학  특성 21개 문항, 효에 한 

인식 설문 5개 문항, 시설이용만족도 19개 문항, 스트

스 20개 문항, 우울 15개 문항, 자아존 감 10개 문항으

로 구성 하 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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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에서 검증하 으며, 통계처리는 SPSSWIN 18.0 로

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2.3 연구도구

설문지는 연구 상자의 인구통계학  특성과 시설이

용만족도, 일상생활 스트 스, 우울, 자아존 감을 구성

하 다.

2.3.1 인구통계학적 특성

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인구통계학  특성에 한 조사

도구는 지역사회건강조사[12]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구

성하 으며, 성별, 연령, 종교유무, 학력, 배우자 유무의 5

개 항목을 조사하 다. 이 에서 성별(남, 여), 종교유무

(있다, 없다), 배우자 유무(있다, 없다)는 이분형 척도로 

구성하 으며, 연령과 교육정도는 주 식으로 응답  한 

후. 범주형 변수와 연속형 변수를 각각 도출하 다.

2.3.2 시설이용만족도

시설이용만족도는 김기 [13], 구본용[14], 이제남[15], 

송호 [16] 등의 문항들을 참조하여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련된 문항들을 시설이용서비스, 의료재활서

비스, 시설환경의 세 가지 차원의 하 요인으로 구분하

다. 체 문항의 수는 19문항이며, 측정방법은 ‘매우만

족’(1 ), ‘만족’(2 ), ‘보통’(3 ), ‘불만족’(4 ), ‘매우 불

만족’(5 )를 부여하 다.

2.3.3 스트레스

스트 스 측정도구는 이 자·김태 [17]이 개발한 것

으로 4개요인 20문항이며, 측정방법은 ‘  그 지 아니

다’(1 ), ‘그 지 아니다’(2 ), ‘보통이다’(3 ), ‘그

다’(4 ), ‘매우 그 다’(5 )를 부여하 다.

2.3.4 우울

노인의 우울 측정도구는  Yesavage et al.[18]의 노인

우울척도(GDS)를 기백석[19]이 번안하여 한국 으로 개

정한 것으로 진 형으로 응답하도록 한 15문항으로 구성

하 다. 측정방법은 ‘  그 지 아니다’(1 ), ‘그 지 

아니다’(2 ), ‘보통이다’(3 ), ‘그 다’(4 ), ‘매우 그

다’(5 )를 부여하 다.

2.3.5 자아존중감

노인의 자아존 감 척도는 Rosenberg[20]의 자아존

감 척도(Self-esteem Scale: SES)를 병재[24]가 번안

한 10개 문항을 사용하 다. 측정방법은 ‘매우 그 지 않

다(1 ), ‘그 지 않다’(2 ), ‘그 다’(3 ), ‘매우 그

다’(4 )를 부여하 다.

2.3.6 신뢰도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인 신뢰성은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일반 으로 0.6이상이면 

비교  신뢰성이 높다고 한다[24]. 본 연구는 체 으로 

0.7이상 높게 나타났다. 구체 인 연구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Facilities Satisfaction, Anxiety, Self Esteem, 

Stress, Depression, Reliability of life 

satisfaction

division Sub-factors
Number of 

Questions

Cronbac

h's 

FacilitiesSat

isfaction

Facilities Satisfaction 7 .921

MedicalRehabilitationServiceSati

sfaction
5 .871

Facilities Satisfaction

Environment
7 .910

Facilities Satisfaction 19 .960

Anxiety 10 .924

Self Esteem 10 .719

Stress

Family Stress 9 .832

Economic issues stressed 5 .793

Residential environmental stress 3 .708

Stress 20 .724

Depression 15 .792

Life Satisfaction 20 .788

2.3.7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로그램을사용하여 

분석하 다. 첫째, 인구사회학  특성을 알아보기 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 다. 둘째, 인

구사회학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 다. 그리고 생활만족도

의 차이를 알아보기 하여 t-test와 일원변량분석

(one-way ANOVA)을 실시하 으며, Scheffe의 다 범

 검정(Scheffe's multiple range test)을 통하여 p<.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검정하 다. 셋째, 생활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하여 상 분석과 회귀분

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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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성별은 ‘남자’가 24.4%, ‘여자’가 75.6%이었으

며, 연령은 ‘80세 미만’이 64.9%, ‘80세 이상’이 35.1%이었

다. 종교가 있는 응답자는 65.4%이었고, 종교가 없는 응

답자는 34.6%이었으며, 교육정도는 ‘무학’ 45.4%, ‘ 등학

교 졸업’ 29.8%, ‘ 학교 졸업’ 15.1%, ‘고등학교 졸업’ 

9.8% 순이었다.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는 32.2%, 배우자

가 없는 응답자는 67.8%로 조사되었다.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Division Frequency(N) Percentage(%)

Sex
Man 50 24.4

Women 155 75.6

Age
Less than80 years 133 64.9

More than 80years 72 35.1

Religion
In 134 65.4

No 71 34.6

Education 

Under graduates 93 45.4

Elementary school 61 29.8

Middle School 31 15.1

High School 20 9.8

Marital status
In 66 32.2

No 139 67.8

Total 205 100.0

3.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

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는 Table 3와 같다. 성별과 연령, 교육정도, 배우

자 유무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는 유의미하 으나, 

종교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성별이 남자의 평균은 2.96, 

여자의 평균은 2.87로 남자의 생활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p<.05), 연령은 80세 미만의 평균은 2.96, 80세 이상의 평

균은 2.76으로 80세 미만의 생활만족도가 더 높았다

(p<.001). 교육정도는 ‘ 학교 졸업 이상’(M=3.00), ‘무

학’(M=2.87), ‘ 등학교 졸업’(M=2.84) 순으로 학교 졸

업 이상 학력자의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았고(p<.05), 배

우자가 있는 응답자의 평균은 2.98, 배우자가 없는 응답

자의 평균은 2.85로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의 생활만족도

가 더 높았다(p<.01).

[Table 3]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Differences in life satisfaction

Division N Mean SD t/F p

Sex
Man 50 2.96 .20

2.086
*

.039
Women 155 2.87 .36

Age
Less than80 years 133 2.96 .28

4.335*** .000
More than 80years 72 2.76 .38

Religion
In 134 2.89 .24

.155 .877
No 71 2.88 .47

Education 

Under

 graduates
93 2.87 ab .41

3.632* .028Elementary

 school
61 2.84 b .26

Middle school 51 3.00 a .23

Marital 

status

In 66 2.98 .25
2.701

**
.008

No 139 2.85 .36

 *
 p<.05, 

**
 p<.01, 

***
 p<.001, Scheffe’s test : a>b

3.3 시설 만족도, 불안,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우울과 생활만족도와의 상관관계

시설 만족도, 불안, 자아존 감, 스트 스, 우울과 생활

만족도와의 상 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생활만족도는 시설 만족도의 시설이용 서비스 만족도

(r=.451, p<.001), 의료재활 서비스 만족도(r=.355, p<.001), 

시설환경 만족도(r=.430, p<.001), 자아존 감(r=.549, 

p<.001)과 정의 상 이 있었다.

[Table 4] Facilities Satisfaction, Anxiety, Self Esteem, 

Stress, Depression and Correlation between 

life 

category

facility satisfaction

anxiety
self-

worth

stress
depres

sion

life 

satisfac

tionutility
medical 

care

enviro

nment
family

econo

my
health

dwellin

g

facility 

satisfa

ction

facility 

use 

service

1

medical 

rehabilitati

on service

.830**

* 1

facility 

environme

nt

.816
**

* .799
***

1

anxiety
-.446

*

** -.266
*** -.365

*

** 1

self-worth .153* .172* .169* -.293*** 1

stress

family 

relationshi

p

-.171
*

-.179
* -.243

*

** .101 -.092 1

economic 

problem
-.130 -.065 -.062 .229

**
-.102

.328
**

* 1

health 

problrm
-.073 -.069 -.055 -.187

**
.095

-.361*

**

-.36

2
*** 1

living 

environme

nt

-.205*

* -.196
** -.298*

** .314
*** -.19

1
** .102

.398
***

-.33

8
*** 1

depression
-.201*

* -.265
*** -.267*

** .097 -.101 .105
.239
** -.097 .144

*
1

life satisfaction
.451

**

* .355***
.430

**

* -.421***
.549
*** -.141*

-.28

8
*** .137 -.367***

-.264
*

** 1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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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actors for affecting on life satisfaction

category

dependent variable : life satisfaction

B
standard 

error
 t p VIF

(constant) 2.782 .368 7.564*** .000

sex -.034 .044 -.044 -.776 .438 1.455

age -.005 .003 -.103 -1.792 .075 1.501

religion .013 .036 .018 .359 .720 1.183

education standard .022 .019 .066 1.184 .238 1.385

marriage stance -.019 .037 -.027 -.519 .605 1.234

facility 

satisfac

tion

facility use service .138 .054 .277 2.564* .011 5.295

medical 

rehabilitation service
-.085 .047 -.172 -1.787 .076 4.216

facility environment .101 .045 .215 2.269* .024 4.074

anxiety -.030 .029 -.063 -1.039 .300 1.681

self-worth .450 .048 .474 9.336*** .000 1.167

stress

family relationship 

stress
-.174 .040 -.250 -4.314*** .000 1.524

econmic problrm 

stress
-.004 .033 -.007 -.119 .906 1.645

health problem 

stress
-.023 .034 -.039 -.681 .497 1.499

living environment 

stress
-.040 .032 -.075 -1.233 .219 1.693

depression -.141 .077 -.103 -1.819 .070 1.465



 = .582 , adj


 = .549, F = 17.564***

* p<.05, *** p<.001

불안(r=-.421, p<.001), 스트 스의 가족 계 스트 스

(r=-.141, p<.05), 경제문제 스트 스(r=-.288, p<.001), 주

거환경 스트 스(r=-.367, p<.001), 우울(r=-.264, p<.001)

과는 유의미한 부의 상 이 있었으나, 건강문제 스트

스와의 상 은 유의수  5%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3.4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생활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R 2=0.582로 체 변동의 

58.2%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수 

간 다  공선성을 진단하기 하여 분산팽창계수(VIF : 

variable inflation factor)와 허용치(tolerance)를 살펴보

았으며, 일반 으로 분산팽창계수가 10이상이거나 허용

치가 0.1보다 작으면 다 공선성의 문제가 있다고 단

하게 된다. 본 분석에서 변수들의 VIF값은 모두 10 이하

고, 허용치는 0.1보다 크게 나타나 다 공선성의 문제

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모형에 한 분산

분석 결과 추정된 모형은 유의한 것을 알 수 있으며

(p<.001), 자아존 감( β=.474, p<.001), 시설이용 서비스 

만족도( β=.277, p<.05), 가족 계 스트 스( β=-.250, 

p<.001), 시설환경 만족도( β=.215, p<.05) 순으로 생활

만족도에 유의미한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자아존 감과 시설이용 서비스 만족도, 시설

환경 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족 계 스트 스가 낮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시설이용만족도

와 일상생활 스트 스 수 에 해 알아보고 이러한 요

인들이 우울과 자아존 감에 하여 각각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결과의 토 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연령은  80세 미만이 80세 이상보다 생활만

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교육은  무학력자의 생활만족도

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배우자가 존재 할 경우 생활만족

도가 더 높았다. 따라서 가족지지가 증가할수록 생활만

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Lee[3]의 사회  

지지와 생활만족도 간의 계에서는 배우자 지지와 자녀

지지의 두 요인만이 생활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배우자, 자녀  친구지지가 증

가할수록 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높았다는[14,23] 것과 

일치한다.

그러나 장명숙[26]의 자녀지지정도가 클수록 생활만

족도가 높았으며,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가 안하는 경우

보다, 사활동을 하는 경우가 안하는 경우보다 생활만

족도가 높았다. 그러나 자아존 감의 향력이 가장 컸

으며, 그 다음으로 자녀지지, 사활동여부, 여가활동여

부의 순으로 향력이 작아졌다는 것과 부분 으로 차이

이 있었다.

둘째, 생활만족도는 시설 만족도, 시설이용 서비스 만

족도, 의료재활 서비스 만족도, 시설환경 만족도, 자아존

감과 정의상 이 있었다. 따라서 요양시설의 양 향상

과 서비스 질  향상 정도에 따라 입소자의 만족도가 좌

우됨을 알 수 있다. Lee[5]는 노인요양시설들은 과다한 

경쟁과 건강보험공단의 규제 속에서 효율 인 운 에만 

을 맞추고 있는 실이다. 그래서 입소자에게 기본

인 생리  욕구를 해결해주는 것에 한 실정이다. 

따라서 입소자의 가족이나 친구,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삶의 욕구에는 무 심하며,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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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입소자 가족의 격리와 소외를 조장하고 있다. 향후 노

인요양시설의 서비스가 입소노인들의 욕구를 바탕으로 

문화, 다양화됨으로써 질  향상이 이루어져야한다는 

것과 일치하다. Kim[23]은 요양시설에서 물리 인 시설

보다는 이용자가 느끼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부분이 

생활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것과  일치하다.

셋째, 생활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 존

감, 시설이용 서비스 만족도, 가족 계 스트 스, 시설환

경 만족도 순으로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자아존 감과 시설이용 서비스 만족도, 시설환경 

만족도가 높았다. 가족 계 스트 스가 낮을수록 생활만

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노년기의 특성으로 나타난 스트 스와 우울  사회

 상호작용의 하는 그들로 하여  본인들의 욕구와는 

반 로 사회로부터 퇴각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

써 자아평가에 기를 래하고 부정 인 자아개념을 형

성하기 쉽다. 자아존 감은 인간의 응행동과 삶에 

한 태도 변화에 향을 미치게 되어 자아존 감이 높은 

사람은 생을 의미 있고 요하게 느낀다고 하 다[24,25]. 

이 의미는 사회 지지 요인이 가족지지  자아존 감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23,26]과 일치하다. 

5. 결론 및 제언

결론 으로 생활만족도는 시설 만족도, 시설이용 서비

스 만족도, 의료재활 서비스 만족도, 시설환경 만족도, 자

아존 감과 정의상 이 있었다. 따라서 요양시설의 양

향상과 서비스 질  향상 정도에 따라 입소자의 만족도

가 좌우됨을 알 수 있다, 자아존 감과 시설이용 서비스 

만족도, 시설환경 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족 계 스트 스

가 낮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의료서비스 

만족도, 시설환경 만족도, 자아존 감과 정의상 이 나타

났다. 향후 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따른 심

리  요인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자아 존 감과 서비스 만족도, 시설환경 만족도

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 계 

스트 스가 낮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

다. 향후 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서비스 요인에 한 연구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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