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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

도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매우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2000년에 65

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2%에 달하여 고령화 사회(ageing 

society)로 진입했으며, 2017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14%가 되어 고령사

회(aged society)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된다[1,2]. 저출산 현상은 노인을 

부양할 인구의 감소문제를 야기하며, 전통적으로 노인을 부양하던 가

족의 기능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노년부양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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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factors that have effects on the intention of use long-term care (LTC) hospital in inpatients over 
sixty. Methods: Data were surveyed from over 60 years inpatients at two hospital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do province during February and 
March, 2015. Predisposing factors, needs and enabling factors by Andersen’s behavioral model to medical were mapped into measure items. Total 180 
cases were analyzed. Results: Age as predisposing factor of intention to use of LTC hospital was significant. Self-rated health status as need factor of 
intention to use of LTC hospital was not significant. Enabling factors of intention to use of LTC hospital, such as residence type, and awareness and per-
ception of LTC facilities or hospital, were significant. The sixties group have more intention to use LTC hospital than over 70. The patient group being 
aware of LTC facilities had more intention to use LTC hospital than the not-being aware of them. The patient group that has indirect experience of LTC 
hospital had more  intention to use LTC hospital than the group that does not. The patient group of self-owned residence showed less intention of using 
LTC hospital than the group of monthly-rent residence. Conclusions: Intention to use LTC hospital of the elderly over sixty was different in their age, resi-
dence type, awareness and indirect experience of LTC service/facilities. Therefore, this results can be applied to LTC hospital management and govern-
ment’s LTC policy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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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2014년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17.3명에서 2020년에 22.1명, 2030년

에 38.6명, 2040년에 57.2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2].

고령화의 진전, 국민소득수준의 상승, 그리고 노인들의 의식수준 향

상 등은 양질의 노인보호시설에 대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이에 일상생활 동작의 기능을 제한하는 치매나 중풍 같은 중증 

만성질환에 의해 일상생활 기능을 상실한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해 정부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

다[3]. 또한 경제적 능력, 요구내용 및 수준 등에 따라 수익자 부담원칙

을 적용한 다양한 형태의 장기요양서비스도 요구된다. 특히 입원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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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환자의 경우 급성기 치료 이후 회복치료나 재활 및 장기요양을 필요

로 할 경우 요양병원으로 이동을 용이하여야 하며 요양병원에서 장기

요양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장기

요양서비스의 대상자가 아닌 부양자 또는 수발자를 대상으로 이루어

졌다.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은 대부분 노인환자 본인이 아니라 그 보

호자가 결정하며 성인자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노인부양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3]. 또한 지역사회 일

반 노인 또는 특정 연령층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수요와 인식 연구

[4,5], 그리고 전국의 65세 이상 일반노인의 장기요양시설 이용의도를 

분석한 연구[6,7] 등이 있었다. 연령계층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사에 

대한 연구로는 50대(베이비부머 인구집단, baby boomer)과 60대의 장

기요양시설 이용의사에 대한 영향요인들을 검정한 연구가 있으며[8], 

국민노후보장패널(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 자료를 

활용하여 베이비부머집단과 65세 이상 노인집단의 장기요양서비스 이

용의사 여부 및 이용의사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가 있었다[9].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향에 대한 선행연구가 있었지만, 장기요양서

비스를 이용할 상황에 직면한 자들을 대상으로 결정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현재 앓고 있는 질환으로 일상생

활은 물론 판단능력이 저하되었다고 여겨지는 노인환자들의 요양원 

또는 요양병원의 이용 및 선택은 보호자인 배우자나 자녀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4,6-9]. 그러나, 노인들의 경제력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인지수준이 높아지면서 스스로 장기요양서비스의 선택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양병원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인구집단

에 대하여 요양시설 이용의사 및 관련요인들의 확인이 필요하게 되었

다. 즉 가까운 미래에 요양병원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대상에게 집

중하여 요양병원 선택과 관련한 요인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

므로, 본 연구는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노인 즉 60세 이상의 환자들로

부터 요양병원 이용의향을 파악하고, 이들의 요양병원 이용의향에 대

한 영향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는 급성기 치료 이후 장

기요양서비스 제공과 이용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모형

본 연구의 이론적인 틀은 Andersen [10]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행동모형에 근거하였으며, 60대 이상의 종합병원 입원환자의 장

기요양병원 이용의향을 결정하는 선행요인(dispositional factor), 가능

요인(enabling factor), 요구요인(needs factor)들을 검정하였다.

 

연구대상자

서울 ·경기지역 2개 종합병원에 60세 이상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대상집단을 선정한 이유는 질환이나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에서 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들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을 

가까운 장래에 이용할 대상자이기 때문이었다.

측정도구 

측정도구는 요양원 및 요양병원 서비스 이용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인구사회학적 선행요인, 가능요인, 그리고 요구

요인 등 요양병원 이용에 관련된 대부분의 요인들[4,6,11-13]과 장기요

양서비스 인지여부[14]를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선행요인은 성, 연령, 교육수준, 종교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가능요인

은 경제적 수준, 주요 수입원, 노인요양병원 이용비용 주요책임자, 노인

요양병원 인지여부, 노인요양시설 인지여부, 재가요양서비스 인지여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제도 인지여부, 주거형태, 동거가족, 간접경험 

여부(노인요양병원에 거주경험자 인지여부), 노인요양병원 입소여부 

결정권자 등 11개, 요구요인은 주관적 건강상태와 현재 앓고 있는 만성

질환의 수를 측정하였다. 연령은 실제 나이로 측정하였으며, 경제적 수

준과 주관적 건강상태는 서열척도로 구성하였으며, 나머지 요인들은 

모두 명목척도로 구성하였다.

자료수집

작성된 측정도구와 안내문을 포함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

였다. 연구자가 작성한 설문지는 2015년 2월 1일 이전에 퇴원할 10명의 

60세 이상의 입원환자로부터 사전조사(pretest)를 하여 수정 보완하였

다. 사전조사에 참여한 환자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015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서울시 및 경기도 2개의 종합병원

에 입원한 60세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2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환자들이 입원한 병동

관리자(주치의 및 수간호사)에게 연구 및 조사의 목적을 설명하여 조

사허락을 받았으며, 연구대상자에게 설문지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

고 본인이 자율적으로 참여한 자에게 자기기입방식(self-administered 

method)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총 200부의 설문지 중 180부가 회수되

어 90%의 회수율을 보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둘째, 요인별 요양별 요양병원 이용의향의 차이분석은 분할표분석

(카이제곱 검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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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요양병원 이용의향에 대한 유의한 영향요인은 이분형 로지스

틱 회귀분석으로 검정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20.0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

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 분포는 ‘여성’이 108명(60.0%)으로 ‘남성’ 72명(40.0%)보다 많았

다. 연령은 ‘60대’가 114명(63.3%)으로 ‘70대 이상’ 66명(36.7%)보다 많았

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99명(55.0%)으로 ‘중학교 졸업 

이하’ 81명(45.0%)보다 많았다. 종교가 있는 경우가 117명(65.0%) 이었다.

경제적 수준은 ‘보통이다’가 112명(62.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Sex Male 72 40.0
Female 108 60.0

Age (y) 60s 114 63.3
≥70s 66 36.7

Education ≤Middle school 81 45.0
≥High school 99 55.0

Religion Yes 117 65.0
None 63 35.0

Self rated health status Well 44 24.4
Good 60 33.3
Not good 76 42.2

Comorbidities* Hypertension 76 25.2
Diabetes 40 13.2
Stroke, Parkinson’s disease 17 5.6
Cancer 19 6.3
Nervous system 81 26.9
Internal disease 69 22.8

Economic level Well 36 20.0
Middle 112 62.2
Lower 32 17.8

Income source Wage 128 71.1
Social support 52 28.9

Residence type Self own house 110 61.1
Deposit-based lease 42 23.3
Monthly rent lease 28 15.6

Cohabitants* Live alone 31 13.6
Spouse 110 48.3
Son and daughter 71 31.1
Parents 6 2.6
Grandsons 10 4.4

Total 180 100.0

*Multiple responses.

으로 ‘잘 산다’ 36명(20.0%), ‘못 산다’ 32명(17.8%)순이었다. 수입원은 ‘취

업이나 자영업 또는 연금 등의 저축이나 재산’이 주 수입원인 경우가 

128명(71.1%)으로 ‘자녀의 도움이나 정부의 지원금’이 주 수입원인 경

우보다 많았다. 주거형태는 ‘자가’가 110명(61.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세’ 42명(23.3%), ‘월세 및 기타’ 28명(15.6%)순이었다. 현재 

함께 거주하는 가족은 ‘배우자’가 110명(48.3%)이며, 다음으로 ‘자녀’ 

71명(31.1%), ‘독거’ 31명(13.6%), ‘손자녀 등’ 10명(4.4%), ‘부모’ 6명(2.6%) 

순이었다.

자신이 평가한 건강상태는 ‘좋지 않다’가 76명(42.2%)으로 가장 많

았으며, 다음으로 ‘그저 그렇다’ 60명(33.3%), ‘좋다’ 44명(24.4%)순이었

다.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은 ‘허리질환 및 신경계통질환’이 81명(26.9%)

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혈압’이 76명(25.2%), ‘기타 내과질환’ 

69명(22.8%), ‘당뇨’ 40명(13.2%), ‘암’ 19명(6.3%), ‘뇌졸중 및 파킨슨병’ 

17명(5.6%) 순이었다(Table 1).

요인별 요양병원 이용의향 차이 

선행요인과 요구요인별 요양병원 이용의향 차이

조사대상자의 선행요인과 요구요인별 요양병원 이용의향의 차이를 

분할표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선행요인에서 연령계층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60대 연령층이 70대 이상 연령

층보다 요양병원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유의하게 많았다(p< 0.01). 그

러나 성, 교육수준, 종교 등의 집단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p> 0.05).

요구요인으로 고려한 자신이 평가한 건강상태 및 만성질환 수는 요

양병원 이용의향에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자신이 평가한 건강상태

에서 건강하거나 보통 이상의 집단이 건강하지 못하는 집단에 비하여 

Table 2. Differences of intention to use long-term care (LTC) hospital by 
predisposing and needs factors (n (%))

Variables Categories
Intention to use LTC hospital

χ2

Yes No

Sex Male 52 (72.2) 20 (27.8) 0.173
Female 81 (75.0) 27 (25.0)

Age (y) 60s 92 (80.7) 22 (19.3) 7.480**
≥70s 41 (62.1) 25 (37.9)

Education ≤Middle school 56 (69.1) 25 (30.9) 1.725
≥High school 77 (77.8) 22 (22.2)

Religion Yes 90 (76.9) 27 (23.1) 1.595
None 43 (68.3) 20 (31.7)

Self rated 
   health status

Well 36 (81.8) 8 (18.2) 3.487
Good 46 (76.7) 14 (23.3)
Not good 51 (67.1) 25 (32.9)

Comorbidities ≤1 66 (75.9) 21 (24.1) 0.340
≥2 67 (72.0) 26 (28.0)

LTC, long-term care.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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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이용의향의 비율이 높았으나 유의확률 0.05 기준에는 미치

지 못하였다. 

가능요인별 요양병원 이용의향 차이

가능요인별로 요양병원 이용의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

과 같다. 수입원, 거주유형 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

었으나, 경제적 수준, 자신이 평가한 건강상태, 만성질환 수, 경제수준, 

동거가족 등과 요양병원 이용의향과는 관련성이 유의하지 않았다. 취

업이나 자영업 또는 연금 등의 저축이나 재산이 주 수입원인 응답자가 

자녀의 도움 또는 정부의 지원금이 주 수입원인 경우보다 요양병원 이

용의향이 많았다(p< 0.05). 거주유형별로 보면, 자가 거주자보다 월세

집 거주자보다 요양병원 이용의향이 많았다(p< 0.05). 

장기요양시설 인지여부, 주위에 요양병원 이용경험이 있거나 재원중

인 사람으로부터 간접경험여부 등의 요인별로 요양병원 이용의향의 

Table 3. Differences of intention to use long-term care (LTC) hospital by enabling factors (n (%))      

Variables Categories
Intention to use LTC hospital

χ2

Yes No

Economic level Well 25 (69.4) 11 (30.6) 0.669
Middle 85 (75.9) 27 (24.1)
Low 23 (71.9) 9 (28.1)

Income source Wage 100 (78.1) 28 (21.9) 4.121*
Social support 33 (63.5) 19 (36.5)

Housing type Self own house 76 (69.1) 34 (30.9) 4.868*
Deposit-based lease 32 (76.2) 10 (23.8)
Monthly rent lease 25 (89.3) 3 (10.7)

Cohabitant Alone, spouse 75 (74.3) 26 (25.7) 0.016
Family 58 (73.4) 21 (26.6)

Major decision maker to use LTC hospital Self 57 (78.1) 16 (21.9) 3.762
Family 41 (71.9) 16 (28.1)
Discussion 30 (66.7) 15 (33.3)
Other 5 (100.0) 0 (0.0)

Payer to use LTC hospital Self, spouse 54 (73.0) 20 (27.0) 0.398
Offsprings 24 (77.4) 7 (22.6)
Family 33 (75.0) 11 (25.0)
Social 22 (71.0) 9 (29.0)

Perception of LTC hospital Known 99 (76.2) 31 (23.8) 1.244
Not known 34 (68.0) 16 (32.0)

Perception of LTC facility Known 91 (80.5) 22 (19.5) 6.942**
Not known 42 (62.7) 25 (37.3)

Perception of in-house LTC Known 39 (79.6) 10 (20.4) 1.135
Not known 94 (71.8) 37 (28.2)

Perception of LTC grade system Known 51 (79.7) 13 (20.3) 1.731
Not known 82 (70.7) 34 (29.3)

Indirect experience of LTC hospital Yes 63 (85.1) 11 (14.9) 8.238**
No 70 (66.0) 36 (34.0)

LTC, long-term care.
*p <0.05, **p <0.01.

차이가 유의하였다(p< 0.01). 그러나, 장기요양병원 입원결정권자 및 비

용부담자, 장기요양병원 인지여부, 재가서비스 인지여부, 장기요양보험 

등급에 대한 인지여부 등에 따른 요양병원 이용의향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p> 0.05).

요양병원 이용의향에 대한 영향요인

요양병원 의용의향에 대하여 선행요인, 요구요인, 가능요인 등과 개

별적인 관련성 분석 등 이변량분석을 실시하여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변수들을 선정하여 다변량분석 즉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변량분석에서 이용의향에 관련성이 유의하지는 않았지만(p> 0.05), 

선행연구[7,8,13]를 참고하여 요구요인으로서 자신이 평가한 건강상태

요인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요양병원 이용의향에 대한 관련요인의 유의성을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검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선행요인 중에서 연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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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01), 가능요인 중에서는 주거형태(p < 0.05), 요양시설 인지여부

(p< 0.01), 간접경험 여부(p< 0.01) 등이 유의한 영향요인이었다. 그러나, 

요구요인인 자신이 평가한 건강상태요인과 가능요인중 소득원은 유의

하지 않았다(p> 0.05). 

구체적인 영향관계를 보면, 60대 이하 연령층보다 70대 이상 연령층

이 요양병원 이용의향이 0.39배 낮았다. 거주하는 집의 소유유형에서 

자가 주거집단이 월세입자집단에 비하여 요양병원 이용의향이 0.27배 

낮았다. 요양시설을 인지하는 집단이 인지하지 않는 집단보다 요양병

원을 이용할 의향이 2.46배 증가하였다. 주위에 요양병원에 거주하였

거나 현재 거주 중인 사람으로 인한 간접경험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

보다 요양병원을 이용할 의향이 2.95배 높았다. 

고   찰

본 연구는 병원에 입원한 60세 이상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요양병원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는 서울과 경기지역 종합병원에 입원한 60세 이상인 환자 200명을 대

상으로 조사하여 수집된 18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60대 연령층의 환자가 70대 이상 연령층의 환자보다 요양병원 

이용의향이 유의하게 많았다. 

둘째, 요양시설을 인지하는 집단일수록 요양병원 이용의향이 많았다.

Table 4. Factors to intention to use long-term care (LTC) hospital in inpa-
tients older than 60

Variables Categories OR 95% CI

Predisposing
   Age 60s 1.00

≥70s 0.39** 0.20 0.78
Needs
    Self rated health 
      status

Not good 1.00
Good 1.61 0.75 3.47
Well 2.21 0.89 5.44

Enabling
Residence type Monthly rent 1.00

One’s own house 0.27* 0.08 0.95
Deposit-based lease 0.38 0.10 1.55

Income source Wage 1.00
Social support 0.53 0.26 1.08

Perception of LTC 
   facility

Not known 1.00
Known 2.46** 1.25 4.86

Indirect experience 
   of LTC

None 1.00
Yes 2.95** 1.38 6.27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LTC, long-term care.  
*p <0.05, **p <0.01. 

셋째, 주위에 요양병원에 거주하거나 거주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부

터 간접경험진답은 요양병원 이용의향이 많았다.

넷째, 자가 소유집단이 월세거주집단에 비하여 요양병원 이용의향

이 낮았다. 

선행요인으로서 연령층이 유의하였으며, 60대 연령층이 70대 이상 

연령층에 비하여 요양병원 이용의향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선

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6,7,9,16]. 국민노후보장패널자료(2005

년-2013년)를 활용한 Moon and Lee [9]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집단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향이 높았다. 70대 이상 연령

층은 60대 연령층보다 자녀양육과 대가족 중심의 가족생활에 보다 익

숙하고, 60대 연령층은 핵가족 중심의 가족생활에 익숙하고, 자녀들

과는 보다 독립적인 생활을 지향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17]. 특

히 Kim and Kim [6]의 연구에서는 75세 이하 연령층에 비하여 75세 이

상 연령층의 이용의향에 대한 교차비가 0.72배이었으나, 본 연구에서

는 60대 연령층에 비하여 70대 이상 연령층의 이용의향 교차비가 0.39

배로서 연령계층간 차이는 더욱 커졌다. 이러한 변화는 시간이 흐를수

록 장기요양병원을 비롯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용성이 높아지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Hong et al. [8]의 연구에서 배이비부머 

연령층의 연령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향과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으

며, 이들보다 연령이 높음 60대의 경우 연령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

향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요구요인으로서 자신이 평가한 건강상태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

인되지 못하였으며, 이는 선행연구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6,7,18]. 우

리나라 및 싱가포르의 전국민 대상 표본조사자료를 분석한 선행연구

에서는 만성질환의 수가 요양병원 이용의향 및 이용에 유의한 영향요

인으로 확인되었으나[6,19], 본 연구에서는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지 않

았으나, Kim et al. [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대

상 표본별로 질병양상이 상이한 결과로 해석되며, 본 연구에서는 입원

환자로서 건강상태에 유사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가능요인으로서 요양시설 인지여부와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요양병

원 간접경험이 장래의 이용의향에 유의한 유인으로 확인된 것은 요양

시설을 인지하는 집단과 요양병원에 대한 간접경험을 한 집단은 요양

병원 이용의향이 높은 것은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9,20]. 즉 

장기요양서비스의 인지 및 간접경험은 이에 대한 이해수준과 필요성

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시 이용할 의향을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08년부터 본격화된 장기요양보험으로 인해 요양시설의 공급이 지속

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급증가는 인지 및 

간접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잠재수요에 대한 교육 및 유인효과

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요양서비스 및 제도의 인지과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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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적인 검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능요인 중 거주하는 집의 소유유형에서 자가 주거집단이 월

세입자집단에 비하여 요양병원 이용의향이 0.27배 낮았다. 이러한 결

과는 Moon and Lee [9]의 선행연구결과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Moon and Lee [9]의 연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집단은 주택을 소유한 집

단보다 소유하지 않은 집단이 1.11배 높게 이용의향이 있었으나 유의하

지는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영국 등 유럽국가들에서 노인들이 재

가요양서비스를 받고자하는 경향과 그것의 효과성이 있다는 연구결

과와 유사하다[21,22]. 그러나 이들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노인들의 사

고방식 및 문화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적인 연구

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정부는 요양병원의 장기요양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방법을 연령계층별로 맞춤형 홍보 및 안내를 실

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문제점 및 한

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 ·경기 일부지역에 위치한 제한된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조사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둘째, 연구대상자가 병원에 입원한 60세 이상 환자이기 때문에 요구

요인을 충분히 포함하지 못하였다. 비록 자기평가 건강상태 및 현재 앓

고 있는 질병으로 건강수준을 측정하여 요구요인으로 활용하였지만, 

질병의 이력, 임상적인 질병상태, 신체적 및 장정신적 장애, 일상생활동

작(activity of daily living, ADL) 등을 포함하지 못하였으며, 이를 반영

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고령의 입원환자를 조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자료수집과

정에서 문항의 부정확한 이해와 응답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례연구, 참여적 관찰 등 질적 연구도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입원 중인 60세 이상 환자들의 요양병원 이용의향에 미

치는 영향관계를 검정하고자 하였으며, 서울과 경기지역 종합병원에 

입원한 60세 이상 환자 180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요양병원 이용의향에 대한 영향요인으로서 선행요인 가운데 연령계

층, 가능요인 중에서 장기요양시설 인지여부 및 요양병원에 대한 간접

경험여부, 그리고 거주하는 집의 소유유형 등이 확인되었다.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도입되고 고령화사회가 진전되면서 장기요양서비스 및 장

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의 유형에 대한 인지수준이 향상되

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젊은 세대는 그 이전 세대에 비하여 장기요양서

비스제도 및 관련정보의 습득을 습득하여 요양병원의 장기요양서비

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및 심리적 준비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하여 연령계층, 인지 및 경험여부, 거주하는 집의 

소유형태 등에 따라 요양병원 이용의향의 차이가 있음은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으며, 이러한 집단별 차이에 따라 차별적인 정책홍보

와 사회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연령계층과 거주하는 

집의 소유유형에 따라 선행연구와 차이점을 검정하기 위한 추가연구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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