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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입소자에 대한 복지서비스품질, 사회적지지에 따
른 입소자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복지서비
스 품질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가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그 관계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
였다.
연구의 결과 복지서비스 품질 즉 신뢰성, 반응성, 식사의 질, 프로그램
운영능력, 유형성이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안전성
은 비유의미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사회적지지는 고객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는 입소자의 만족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복지서비스품질의 영역은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
하기 때문에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공급자는 입소자의 고객만족을 최대화
하기 위하여 복지서비스품질요인을 잘 파악하고 실현 시켜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복지서비스품질, 고객만족, 노인요양시설, 사회적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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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사회복지에 있어서 계속되는 세계 경제의 불황과 국제적 위기로 인
한 국가의 역할축소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민간참여를 확대하려는 시도는 사
회복지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즉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시행, 사
회복지서비스 바우처 제도의 시행, 기존 사회복지법인 외 개인이나 기업 등 다
양한 서비스주체에 대한 참여기회의 제공으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만 고객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조직들도 과거 정부의 지원을 통한 안이한 경영방식을 탈피하여 서비
스의 품질개선을 통해 경쟁에서 생존해야 한다는 새로운 인식의 변화요구에
도전을 받고 있다.
특히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복지시설의
양적 증가와 이러한 사회변화 속에서 단순한 보호나 수명 연장에만 관심을 두
었던 노인복지현장에서의 지금까지 충분하지 못했던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들의
서비스를 통한 만족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 따른 노인 복지 서비스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시설을 이용하는 입소자들의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지서비스
품질과 사회적지지에 역점을 두어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고객 만족도
즉, 입소자 선호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복지서비스 품질향상을 시키기 위한 필요한
요인을 파악하여 서비스 개선에 주요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입소자의 복지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입소자의 만족도를 파악하
여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토대로 입소자만족도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입소자에 대한 복지서비스품질, 사회적 지지에 따른
입소자만족도를 파악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즉, 복지서비스품질에 영향을 미치
는 제반 요인들을 분석하고, 복지서비스품질의 구성요인들과 사회적지지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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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나아가 노인요양시설입소자의 서비
스품질의 향상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복지서비스품질
고객의 서비스의 대한 욕구가 점점 고도화되는 현실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차별적 수단으로써, 효율화의 수단으로써, 또 신뢰획득
의 수단으로써 서비스 품질의 강화는 절대 중요한 필수적 요소이다.
그러나 서비스 품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은 학자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Grṏnroos(1984)는 “소비자들은 기대하는 서비스와 제공받는 서비스를 비교하
여 서비스 품질을 평가한다.”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즉 소비자가 서비스에 대
한 기대와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는 것이 평가과정이고, 소비
자가 인식한 서비스 품질은 평가 과정의 결과가 된다. 소비자들이 서비스품질
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종합해 보면 [그림Ⅱ-1 ]로 요약 할 수 있다.

[그림Ⅱ-1 ] 소비자의 서비스 품질의 인식
위와 같이 소비자들이 인식한 서비스 품질은 서비스 기업이 제공해야 한다
고 느끼는 소비자들의 기대와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의 성과에 대한 소비자들
의 인식을 비교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비스 기대와 서비스 인식
을 비교한 결과 서비스 품질이 인식되는데, 이것은 소비자의 기대와 인식 사이

8

21세기사회복지연구 제9권 제1호

에 있는 불일치의 정도와 방향에 의해서 서비스의 품질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서비스 품질의 구성요인을 신뢰성, 반응성, 식사의 질,
프로그램운영능력, 유형성, 안전성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다음 <표Ⅱ-1>은 서비스 품질의 개념 및 구성요인 내용이다.
<표Ⅱ-1> 서비스품질의 개념 및 구성요인
요인

개념 및 구성요인

신뢰성

믿을 수 있으면서 정확하게 약속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약속한 바와 같은 서비스제공
입소자서비스문제 처리의 의존가능성
처음으로 서비스를 올바르게 수행
정해진 시간에 서비스 제공
과실 없는 기록유지

반응성

입소자를 돕고자하며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발성
서비스 수행 시간에 대한 정보제공
입소자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입소자에게 도움을 주고 하는 자발성
입소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준비성

식사의 질

입소자를 위한 식사의 질과 맛과 다양성
균형 있는 영양식
식사의 맛
적정한 양의 식사
위생적인 식사
다양한 식단

프로그램
운영능력

입소자를 위한 여가, 교양, 취미 프로그램운영
여가를 위한 오락프로그램 운영
입소자가 원하는 교양프로그램 운영
효율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운영

유형성

물리적인 시설, 장비, 직원들의 외양
최신장비
가시적으로 호감을 주는 시설
단정하고 깔끔한 인상을 주는 직원
가시적으로 호감을 주는 서비스 관련자료

안전성

위험 또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안전 보호 장치 구비
비상 응급약품 구비
정서적, 물리적, 안전감 환경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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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지지
사회적 지지를 광의의 정의로 볼 때 타인들에 의해 제공된 자원을 일컫는
말로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 긍정적 감정의 표현과 타인의 행동이나 지각의 인
정 그리고 타인에 대한 상징적 또는 물질적 도움의 제공을 받거나 대인 관계
적 거래를 하여 한 개인이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한다
(Diamand, 1979).
따라서 인간이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
그를 통해 얻게 되는 것이 사회적 지지라 할 때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정신건
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인자가 될 수 있다(박지원, 1985).
House(1984)는 사회적 지지란 정서적 관심, 유효한 원조, 환경에 대한 정보
및 평가 중에서 하나 혹은 그 이상을 포함하는 대인적인 관계라 하였으며,
Kahn(1985)은 개인 간의 상호작용으로서 타인에 대한 애정, 타인의 언행에 대
한 긍정, 타인에 대한 상징적이거나 물질적인 도움 등의 지지적인 작용으로 정
의한다(홍주우, 1999).
이러한 사회적지지가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고객만족의 결과로 나타나는지
검토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에 대한 구성요인을 5가지로 구분하였다.

요인

사회적지지

개념 및 구성요인
타인 등에 의해 제공된 제 자원
주위에 필요할 때 도움 주는 사람
가족의 지지
주위의 정서적 지지
친구의 지지
친구와의 대화

3. 고객만족
고객만족의 개념은 연구자들의 접근방법이나 관점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
고 있는데 고객만족을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고 그 제품을 사용한 이후 느끼는
대가에 대해 보상되었다고 느끼는 인지적 상태로 정의한다(Howard & Sheth,
1969). 또한 고객만족을 인지과정 이후에 형성되는 소비자의 평가로써 고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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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나 사전기대 및 신념에 대한 소비경험 및 대안 선택의 일치여부의 주관적
평가를 고객만족이라 정의 정의하였다(Czepiel & Rosenberg, 1976).
고객만족은 고객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비교, 평가, 선택하는 과정에
서 얼마만큼 호의적 또는 비 호의적 감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극히 다차원적이
고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사전에 기대한 수준과 실제로 경험한 결과와의 비교
를 통해 갖게 되는 감정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안영철,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만족정도를 특정하는 항목들을 정하여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고객만족을 특정하고자 한다.

4. 복지서비스 품질과 고객만족의 관계
복지서비스 품질은 주로 인지에 의해 결정되지만, 고객만족은 인지와 더불
어 감정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점에서 양 개념은 차이가 난다(Lovelock &
Wright, 1992; Oliver, 1997). 하지만 양 개념은 모두 추상성 수준이 고도로 높
고, 특정 대상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맥
락에서 양 개념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Bitner & Hubbert, 1994). 그런데
문제는 양자 간의 인과의 방향성에 있다.
몇몇 연구자들은 고객만족이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
다. 예를 들어, Bitner(1990)는 고객만족이 서비스품질에 영향을 미치고, 서비스
품질은 다시 구전, 서비스전환, 태도적애호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접점
(service encounter) 평가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결과와 달리, 몇몇 연구자들은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예컨대, Grigoroudis 와 Siskos(2004)는 고객만족
에 관한 문헌들을 검토하여 미국과 유럽의 고객만족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에
의하면, 서비스품질은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가운데하나로 상
정되고 있다. 서비스품질에서 고객만족으로 인과의 방향성이 형성된다는 것이
다.
이처럼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서비스 품질이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
론적 틀(theorectical frame)을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
구결과에 기반을 두고서 복지서비스 품질과 고객만족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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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노인요양시설에 생활하는 입소자들의 만족도에 미치는 복지서비스품질의 영
향을 여러 가지 형태로 파악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의 이론적 연구 모형은
노인요양시설입소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과 독립변수로 신뢰성, 반응성, 식
사의질, 프로그램운영능력, 유형성, 안전성, 사회적지지를 독립변수로 종속변수
로는 고객만족으로 구분하였다.
[그림Ⅲ-1]의 연구모형에서 보는 것과 같이 종속변수인 고객만족은 독립변수
에 각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

[그림Ⅲ-1] 연구모형도

2. 연구가설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노인복지서비스 품질 영역은 무엇인가?
[연구문제2]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복지서비스품질 영역에 차이가 있는가?
가설1. 신뢰성은 고객만족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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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2. 반응성은 고객만족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식사의질은 고객만족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프로그램운영능력은 고객만족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5. 유형성은 고객만족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6. 안전성은 고객만족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7. 사회적지지는 고객만족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조사방법 및 분석방법
1) 조사방법
이 연구의 조사 대상은 전북지역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노인 요
양시설 복지서비스 품질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임의 표본 추출을 통해 2011년 11월 28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설문지를 이
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연구의 조사도구는 <표Ⅲ-1>과 같이 구조화
된 설문지로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의 문항에 대한 구성은 일반적인 특성 5문항, 독립변수로 신뢰성 5문
항, 반응성 4문항, 식사의 질 5문항, 프로그램운영능력 3문항, 유형성 4문항, 안
전성 4문항, 사회적지지 5문항, 종속변수인 고객만족도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표Ⅲ-1> 설문지 구성
조사내용

문항수

내

용

일반적 특성

5

성별, 연령,종교

신뢰성

5

약속, 시간관련

반응성

4

신속반응 관련

식사의질

5

맛, 다양성관련

프로그램운영능력

3

여가, 교양관련

유형성

4

장비, 시설관련

안전성

4

안전구비 관련

사회적지지

5

사회적 관계

고객만족도

5

종합만족도

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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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방법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주요 분석방법으로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복지서비스 품질영역들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검사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통한 공차한
계 및 VIF계수를 산출하였다.
넷째, 다중회귀 분석에서 잔차에 대한 상관관계(잔차의 독립성)를 알아보기
위해 Durbin-Watson 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기초자료 분석
본 연구는 전북지역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인구사회
학적 요인은 아래의 <표Ⅳ-1>에 제시한 바와 같다. 전체 대상자는 220명으로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23.2, 여성76.8로 여성이 많게 조사되었다. 연령별로
는 70세이하가 6.8%, 71세에서 80세가 28.2%, 81세에서 90세가 46.4%, 91세이
상이 18.6%이며 80대의 노인들이 가장 많이 조사되어 평균 83.39세로 조사되었
다. 결혼 상태는 사별이 75.9%로 가장 많이 조사되었으며, 기혼16.8%, 기타
7.3% 순으로 나타나서 사별 무배우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은 고졸29.1%와 중졸27.7%, 초졸27.3%로 대체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고, 대졸도 15.9%로 조사되어서 고졸이상인 노인의 비율이
45%로 상당히 높은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로는 기독교가 46.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천주교 18.6%, 불교가
9.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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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분포
일반적 특성
성 별

연 령

교육정도

결혼상태

종 교

구분

인원수(명)

백분율(%)

남자

51

23.2

여자

169

76.8

70세

15

6.8

71-80세

62

28.2

81-90세

102

46.4

91세 이상

41

18.6

초등 졸

60

27.3

중졸

61

27.7

고졸

64

29.1

대졸

35

15.9

기혼

37

16.8

사별

167

75.9

기타

16

7.3

기독교

102

45.0

불교

21

9.6

천주교

41

18.6

기타

36

16.4

2. 다중회귀분석 및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는 설정한 연구문제인 복지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적지지가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양을 파악하기위해, 고객만족을 종
속변수로 삼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가설검증을 하였다.
이 결과 복지서비스 품질 하위 요인 및 사회적지지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를 보면 <표Ⅳ-2>와 같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값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
는 복지서비스 품질 개념의 하위 요인들 간 상관관계이므로 당연한 결과일 것
이다. 모든 상관관계는 0.0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반응성은 신뢰성과 0.87로 유형성과 반응성은 0.84, 프
로그램운영능력과 식사의 질은 0.82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
러나 사회적지지와 신뢰성은 0.59, 사회적 지지와 반응성은 0.62로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나 비교적 낮은 관계를 나타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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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2> 복지서비스 품질 하위 요인 및 사회적지지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복지서비스
품질

서비스품질과 상관관계

평균

표준
편차

1

1.신뢰성

3.44

1.473

1.00

2.반응성

3.79

1.208

0.87

3.식사의질

3.28

1.327

0.79★★

0.81★★

1.00

4.프로그램
운영능력

3.47

1.253

0.82

★★

0.78★★

0.82★★

1.00

5.유형성

3.96

1.104

0.81

★★

0.84★★

0.79★★

0.78★★

★★

★★

0.71

★★

0.65

★★

0.75

0.76★★

1.00

★★

0.62★★

0.78★★

0.76★★

0.74★★

0.72★★

2

★★

6.안전성

2.87

1.568

0.63

7.사회적지지

3.24

1.423

0.59

3

4

5

6

7

1.00

1.00
1.00

복지 서비스 품질의 기술분석 결과를 보면 <표 Ⅳ-3>과 같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안전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
<표Ⅳ-3> 복지 서비스 품질의 기술분석 결과
복지 서비스 품질

빈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신뢰성

220

1.0

5.0

4.01

0.94

반응성

220

1.0

5.0

4.03

0.93

식사의질

220

1.0

5.0

4.04

0.96

프로그램운영능력

220

1.0

5.0

3.96

0.92

유형성

220

1.0

5.0

3.9

0.86

안전성

220

1.0

5.0

3.57

1.02

사회적지지
종

합

220

1.0

5.0

4.01

0.87

220

1.0

5.0

3.98

0.86

<표Ⅳ-4> 고객만족 기술분석 결과
내 용

빈도(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① 노양요양시설의 시설 및 환경에 만족한다.

220

1.0

5.0

3.99

0.89

② 노인요양시설의 직원(사회복지사)에 대해
만족한다.

220

1.0

5.0

4.03

1.02

③ 노인요양시설의 복지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220

1.0

5.0

3.98

1.00

④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에 대해 만족한다.

220

1.0

5.0

4.07

1.32

⑤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생활에 만족한다.

220

1.0

5.0

4.12

0.89

종 합

220

1.0

5.0

4.03

1.01

16

21세기사회복지연구 제9권 제1호

고객만족 기술분석 결과는 <표Ⅳ-4>와 같은데 특히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생활
에 만족한다는 평균이 4.12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어, 전체적으로 노인요양시
설에서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Ⅳ-5> 복지서비스 품질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복지 서비스 품질

b

β

상수

0.372

1.122

7.139

0.000

0.231

*

**

신뢰성

0.262

유의확률

1.993

공선성 통계량
공차한계

VIF

0.000

0.623

1.914

0.000

0.827

1.936

반응성

0.213

0.198

2.764

식사의질

0.278

0.247

3.276**

0.000

0.546

1.998

0.214

2.872

**

0.000

0.478

1.627

**

0.000

0.529

1.977

0.327

0.346

1.210

0.000

0.496

1.943

프로그램운영능력

*

t

0.312

유형성

0.172

0.170

2.902

안전성

0.208

0.189

1.17

사회적지지

0.273

F
R²
△R²

60.784
0.678
0.624

P<0.05 **P<0.01

0.201

2.013

*

***

***

Durbin-Watson=1.693

P<0.001

<표Ⅳ-5>에서 나타난 가설검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1]: 신뢰성은 고객만족에 정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신뢰성은 p<0.05의 유의수준과 t값 1.993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신뢰성은 고객만족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이 채택되었
음을 알 수 있다.
즉 입소자들의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 서비스 품질 중에서 믿
을 수 있으면서 정확하게 약속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
다. 그러기 위해서 약속한 바를 꼭 이행할 것이며, 처음으로 행하는 서비스를
올바르게 수행함은 물론, 정해진 시간에 꼭 서비스를 수행하는 등의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가설2]: 반응성은 고객만족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응성은 P<0.01의 유의수준과 t값 2.764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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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성은 고객만족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이 채택되었
음을 알 수 있다.
즉 입소자들의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서비스 품질 중에서 입
소자들이 필요할 때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고 입소자에 맞는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수행시간 정보
제공은 물론 자발적으로 입소자의 도움을 주어야 하며 입소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준비를 늘 갖추어야 할 것이다.
[가설3]: 식사의 질은 고객만족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것이다.
식사의 질은 P<0.01의 유의수준과 t값 3.276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식사의질은 고객만족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칠것이다”라는
가설이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입소자들의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식사의 질과 맛에 신경을 쓸
뿐만 아니라 식사의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균형 있는 영
양식 제공은 물론 입소자들의 입맛에 맞는 식사제공, 위생적이고 청결한 식사
제공 그리고 일별로 다양한 식단으로 고객만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가설4]: 프로그램운영능력은 고객만족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
이다.
프로그램운영능력은 P<0.01의 유의수준과 t값 2.872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프로그램운영능력은 고객만족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이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입소자들의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서비스 품질 중에서 프로
그램 운영능력도 주요한 요소가 되는데 이를 위해 입소자를 위한 여가프로그
램, 교양프로그램, 취미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입소자들에게 가족 같은 분위기뿐만 아니라 낮 시간 우울하지 않게 다양한 프
로그램을 통해 시설입소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가설5]:유형성은 고객만족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형성은 P<0.01의 유의수준과 t값 2.902로 상당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되어 “유형성은 고객만족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
설이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고객만족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요소로서 건물의 장비 및 요양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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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소자들의 시각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잘 맞아야 함을 알 수 있다. 요양
시설에서 물리적 환경은 고객의 서비스 인식과 만족, 평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 실내의 물리적, 환경적 조건뿐만 아니라 실내에서의 입소자의 행복을 위
한 기능적 조건 그리고 인간의 예술적․서정적 욕구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 노
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직원들의 호감을 주는 서비스가 고객만족의 주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직원의 외양과 호감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가설6]: 안전성은 고객만족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안전성은 P>0.05 유의수준으로 t값이 1.17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종속변수 고객만족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은 고객만족
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이 기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안전성은 고객만족을 높이는데 큰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시
설에서의 입소자를 위한 안전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전한 관심은 필요하다고 하겠다.
[가설7]: 사회적지지는 고객만족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적지지는 P<0.05의 유의수준과 t값 2.013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분석 되어 “사회적지지는 고객만족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
는 가설이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회적 지지는 고객만족을 높이는 요
소이기 때문에 입소자들의 배우자, 가족, 친지, 친우 그밖에 도움의 손길을 주
는 사람들에게 입소자에게 정서적 지지와 대화의 창구를 넓힐 수 있도록 적극
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대한 연구가설 검증표를 정리하면 <표Ⅳ-6>과 같다
<표Ⅳ-5>에서 복지서비스 품질 요인(신뢰성, 반응성, 식사의질, 프로그램운영
능력, 유형성, 안전성)과 사회적지지는 종속변수인 고객만족을 67.9% 설명하고
있으며(R2=0.678)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공선성 통계량이다. 이는 다중회귀분석에서 독
립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이는 공차한계(Toler
ance)값을 기준으로 0.1 이하일 때는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석한다. 위
의 결과 공차한계는 신뢰성 0.623, 반웅성 0.827, 식사의 질 0.546, 프로그램운
영능력 0.478, 유형성 0.529, 안정성 0.346, 사회적지지 0.496으로 나타나 다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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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회귀모형은 F값이 p=0.000에서 60.7
84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²=0.723으로 72.3%의 설명력을 보
이고 있으며, Durbin-Watson의 분석결과 그 수치가 0 또는 4에 가까울수록 잔
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있어 회귀모형에 부적합한데 여기서는 Durbin-Watson
값이 2에 가까운 1.693으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Ⅳ-6> 연구가설 검증 결과표
연구가설

결과

가설1

신뢰성은 고객만족에 정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채택

가설2

반응성은 고객만족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3

식사의 질은 고객만족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것이다.

채택

가설4

프로그램운영능력은 고객만족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것이다.

채택

가설5

유형성은 고객만족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6

안전성은 고객만족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7

사회적지지는 고객만족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Ⅴ. 결론
본 논문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복지서비스품질과 사회적지지가 고
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복지서비스품질이 고
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가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그 관계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였다.
연구의 결과 복지서비스 품질 즉 신뢰성, 반응성, 식사의 질, 프로그램운영능
력, 유형성이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안전성은 비유의
미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즉, 신뢰성, 반응성, 식사의 질, 프로그램운영능력, 유
형성은 고객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지만, 안전성은 통계적의미가 있는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사회적지지는 고객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는 입소자의 만족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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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복지서비스품질의 영역은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
기 때문에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공급자는 입소자의 고객만족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복지서비스품질요인을 잘 파악하고 실현 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 실내 환경, 건물의 장비,
식사의 질, 프로그램의 다양성,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등이 입소자
들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에 맞게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입소자들의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 서비스 품질 중에서 믿을
수 있으면서 정확하게 약속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입소자들이 필요할 때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고 ,수행시간 정
보제공은 물론 자발적으로 입소자의 도움을 주어야 하며 입소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준비를 늘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식사의 질과 맛에 신경을 쓸

뿐만 아니라 식사의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균형 있는 영
양식 제공은 물론 입소자들의 입맛에 맞는 식사제공, 위생적이고 청결한 식사
제공 그리고 일별로 다양한 식단으로 고객만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입소
자를 위한 여가프로그램, 교양프로그램, 취미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입소자들에게 가족 같은 분위기뿐만 아니라 낮 시간 우
울하지 않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설입소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
이다. 그리고

건물의 장비 및 요양시설 등이 입소자들의 시각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잘 맞아야 함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실내의 물리적, 환경적 조

건뿐만 아니라 실내에서의 입소자의 행복을 위한 기능적 조건 그리고 인간의
예술적․서정적 욕구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직원들의 호감을 주는 서비스가 고객만족의 주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직원은 전문성과 예의범절의 갖추어, 이용하는 입소자들로 하여금 안정적이고
존중받고 있는 느낌을 받도록 있도록 지속적인 직무 보수교육과 예의범절 교
육이 필요하고 외양과 호감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사회적 지지는 고
객만족을 높이는 요소이기 때문에 입소자들의 배우자, 가족, 친지, 친우 그밖에
도움의 손길을 주는 사람들에게 입소자에게 정서적 지지와 대화의 창구를 넓
힐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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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on the Client
Satisfaction to the Quality of Client Welfare Services and
Social Support in a Care Facilities of the Aged

Jong-Shik Cheong
This dissertation analyzes the factors affecting on the client satisfaction to
the quality of client welfare service and social support in a care facilities of
the aged.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establishes and tests the hypotheses
which are based on the theoretical explanations about the influence of the
welfare service quality on the client satisfaction, the influence of the social
support on the client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factors of the welfare service quality of reliability, responsiveness,
quality of meal service, program management ability, tangibles, afflect the
client satisfaction positively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while the factors of
the care facilities affect with statistical in significance, also, it appears that
the factors of the social support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client
satisfaction.
Thus, scope of welfare service quality varies based on the frequency of
service factor that affects the client satisfaction. This indicates that service
providers of a care facilities of

the aged need to understand the welfare

service quality factor varies by kind of service to maximize the client
satisfaction on each service provided.
Key words : welfare service quality, client satisfaction, care facilities of
the aged, social suppo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