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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가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각 지자체에 설립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다양한

건강가정복지서비스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건강가정복지서

비스는 성과지향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적절한 성과평가는 필수적인 요소이

다. 이를 위해 SERVQUAL 기법을 중심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성과를 평가해 보고, IPA분

석을 통한 관리전략적 측면을 살펴보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직영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민영 에

비해서 각 지표별 기대수준과 만족수준 모두 높게 나왔지만, 기대수준에 대한 상대적 만족수준

은 민영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SERVQUAL 기법이 제시하였듯이 프로그램 이용

전 기대수준보다 이용 후 만족수준의 갭 차이가 큰 민영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직영보다 질적인

면에서 보다 나은 성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IPA 분석결과 직영과 민영

모두 유형성과 공감성 요인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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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들어 이혼율의 급증, 실직과 신용불량자의 증가, 아동학대, 노령화의 가속화, 가정폭

력 등으로 인한 더 이상의 가족의 문제를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

되었다(김명자 외, 2006: 26). 이러한 인식의 확산은 가정의 문제를 더 이상 해당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라고 여기게 만들었고, 가족문제에 대한 국가적 개입을 위한 장치

가 요구되면서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었다(박정윤, 2008: 25).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 및 행정의 일환으로 건강가정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역할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 지자체에 설립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사업의 중점

추진과제 및 각종 건강가정 관련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 된지 5년이 지난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제공된 건강가정복지서비스의 성과평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성과에 대한 

평가의 목적은 조직의 활동과 성과 달성에 대한 명백한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정책결정과 

관리의 질과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Griesemer, 1995; 이화정, 2009: 28-29 재

인용). 현재까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관한 성과평가는 주로 프로그램 분석, 프로그램 운영성

과 객관적 성과평가에 그치고 있으며(김선희, 2005; 김명자 외, 2005), 주관적 성과평가가 이

루어진 경우에도 대부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직원에 대한 역량평가(이윤정, 2009), 만족도 

평가(박정윤, 2008)에 한정되고 있다.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건강

가정복지서비스에 대한 체계적 질적 평가가 필요하다. 한편 기존의 만족도 평가는 지표에 

대한 개념의 불명확성, 변수선정의 자의성, 조사 설계의 일관성이나 타당성 부족 등으로 체

계적인 평가가 사실상 어려웠다(송건섭, 2006: 85). 

이에 본 연구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직영과 민간위탁간의 각각의 유형을 비교하여 유형

에 따른 서비스의 효과성을 SERVQUAL 분석기법을 통해 측정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유형

별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부는 건강가정복지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한 전

달체계와 관련된 정책결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건강가정복지서

비스 및 성과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고, SERVQUAL 분석을 위한 선행연구 

및 측정지표 선정을 통해 차원별 세부측정지표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측정지표를 바탕으로 

직영과 민간위탁 두 운영주체간의 서비스 질을 비교분석해 보았으며, 이를 통한 관리정책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SERVQUAL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건강가정복지서비스의 직영과 민간

위탁 두 시설 운영주체간의 비교분석을 통해 이용자의 서비스 질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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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이를 위해 이용 전･후의 기대와 만족수준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두 상황 간 평균

차이의 유무를 분석하기 위한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또한 두 시설 유형간의 서비스 

질을 비교하기 위해 두 집단의 GAP을 독립표본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아울러 이항 로

지스틱분석을 통해 직영과 민영의 두 운영주체의 서비스 질에 미치는 차원변수들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편 실증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요도-성취도 분석(IPA)을 활

용하여 질적 성과평가에 따른 두 운영주체의 관리 전략적 측면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논의의 배경 

1. 건강가정복지서비스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의의

가족복지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가족복지의 관점에서 가족생활을 보

호하고 가족구성원들의 사회적 기능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든 정책과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이인정, 2004: 126). 이러한 가족복지는 가족정책과 가족복지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는

데, 전자는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와 관련되며, 후자는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이인정, 2004: 127). 즉 가족정책은 국가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으로 가족전체 

및 가족구성원을 위해 명시적으로 고안된 법이나 규정, 프로그램을 포함한다(Kamerman & 

Kahn, 1997). 반면 가족복지서비스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또는 사회적 서

비스로 가족생활을 보호하거나 회복시키고,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며, 가족구성

원들의 성장과 발달을 돕고 가족의 사회적 자원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조흥

식 외, 2002).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복지서비스를 가족정책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고 가족정책에 

포함시켜 왔는데(이인정, 2004: 127), 가족복지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가족정책과 구

분된다. 즉 가족정책은 예방적 차원에서 제도적, 거시적으로 접근하며, 사회보험 및 공공부

조와 같은 경제적 지원을 주로 한다. 반면 가족복지서비스는 고통을 겪고 있는 가족에 대해 

개별적, 심리적, 일시적으로 접근하며, 사회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비경제적 지원

이다(조흥식 외, 2002). 이렇게 볼 때,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 내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

할 뿐만 아니라 현재 가족이 건강한 측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잠재력을 개발하여 문제를 예

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박정윤, 2008: 25-26), 가족정책 및 가족복지서비스

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은 

주로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돌봄지원 서비스 등 비경제적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어 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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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협의적 차원에서 건강가정복지서비스로 정의하고자 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 이혼율 증가, 아동학대 등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 책임이 개별가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있다고 보고 가족문제에 대한 국

가적 개입을 위한 장치로 설립되었다. 건강가정지원사업의 근거는 2004년 2월에 제정되어 

2005년 1월부터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이다. 이 법령에 의하면 2005년 상반기 초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과 운영을 담당하였고, 이후 2008년 이명박 정부 

이전까지는 여성가족부에서 관할하였으며, 이명박 정부부터 2010년 3월까지는 보건복지가족

부에서 관할하다가 다시 2010년 3월 17일에 여성가족부로 다시 이관되어 관리되고 있다. 건

강가정지원센터는 2004년 6월부터 12월까지 전국 3개(용산구-숙명여대, 여수시, 김해)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05년 1월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공통필수사업의 영역 및 사업은 가족교육(예비부부/신혼기부부 교

육, 남성대상 교육), 가족상담(가족상담), 가족문화(가족봉사단 운영, 가족품앗이 사업, 패밀

리데이 지원 프로그램, 5월 가정의 달 행사), 가족돌봄지원서비스(초등취학적응･임시/단기방

학･놀토 가족돌봄지원 사업 중 택1), 다양한 가족 통합 서비스(다양한 가족의 기능강화 및 

지원을 위한 교육, 상담, 문화 프로그램 등이 장기적으로 통합 제공되는 사업), 지역사회연

계(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여, 기관협약 및 연계사업 실시, 연계서비스 관리)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외에 전국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근거하여 통합적 가족정책의 전달체계로

서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2010년 

현재 128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중 85개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

으며, 나머지 43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지원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운영주체에 따라 지자체 직영, 민간위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건강가정복지서비스 성과평가의 선행연구 분석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이 수행된지 5년이 흐른 현재, 건강

가정복지서비스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연구는 많이 존재하지 않고, 그 또한 주로 프로그램 분석, 프로그램 운

영성과의 평가에 그치고 있으며(김명자 외, 2005), 주관적 평가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건강가

정지원센터의 직원에 대한 역량평가(원소연, 2005), 주민만족도 평가(문숙재 외, 2005)에 한

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명자 외(2005)는 용산구(숙명여대)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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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요구도를 측정하고, 각 프로그램의 단편적인 객관적 평가와 주관

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박정윤(2008)은 40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보고서의 건강가정문

화사업의 계획, 집행, 효과의 성과를 살펴보기 위해 효율성과 효용성, 효과성 차원에서 정량

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송혜림(2008)은 40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중 2년차 사업실시센터의 교육사업이 가정 문제

의 예방적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 재출한 보고서를 기초로 교

육사업의 내용과 시기, 횟수, 대상과 주제 등을 중심으로 일반적인 현황을 분석하였고, 원소

연 외(2005)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모델을 조직과 평가를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조직･관
리, 인력･재정, 프로그램운영, 지역사회연계를 중심으로 일반적인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윤

정(2009)은 62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 중간관리자급 건강가정사 51명을 대상으로 직무현황과 

역량을 분석하였으며, 김선희(2005)도 6개의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사업내용을 

범주화하고, 직영, 복지관 위탁, 대학 부설 등의 형태에 따른 프로그램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한편 문숙재 외(2005)는 서울지역에 살고 있는 부부 65쌍을 대상으로 가족여가의 의미와 

동기에 따른 여가 만족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만족도는 대화/놀아주기, 나들이/여행가기, 외

식하기, 요리/간식만들기, 시장/백화점가기, 드라이브하기, 집안가꾸기, TV/비디오보기, 친척/

친구방문 등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전춘애 외(2009)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가정의 만족도에 대한 조

사를 실시하였다. 측정지표로 아이돌보미 서비스 만족도, 아이돌보미 서비스 충성도, 아이돌

보미 실무자와 아이돌보미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강호진(2004)은 서울시 문화복지시

설 중에서 구민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지방문화원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와 SERVQUAL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민만족도 결정요인으로 능력 & 공감성, 접근가능성, 비용능률성, 신뢰 

& 대응성, 이용편리성, 시설유형성 6가지 요인을 조사하였다. 또 문화복지서비스 품질요인

으로 구성한 유형성, 신뢰성, 대응성, 능력성, 공감성, 접근성, 편리성, 능률성 등 8가지 요인

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보다 타당성과 신뢰성이 있는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건강가정복지서비스가 가지는 주관적 성과를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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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건강가정복지서비스 성과평가의 선행연구

출 처 측정지표 연구방법 연구대상

강호진

(2004)

능력 & 공감성

접근가능성

비용능률성

신뢰 & 대응성

이용편리성

시설유형성

만족도조사

SERVQUAL

서울시주민

(문화센터이용대상)

김선희

(2005)

관리유형별 사업 분석

프로그램 내용 분석

사업관리 분석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성과 분석

건강가정지원센터

김명자외(2005)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프로그램 참여 여부

선호시간대, 강사선호

프로그램 참여 이유

프로그램요구도 조사

프로그램 성과평가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대상)

문숙재외

(2005)

대화/놀아주기

나들이/여행가기

외식하기

요리/간식만들기

시장/백화점가기

드라이브하기

집안가꾸기

TV/비디오보기

친척/친구방문

주민만족도조사
서울시민

(부부65쌍)

박정윤

(2008)

효율성

효용성

효과성

사업성과 평가
건강가정지원센터

(문화사업담당자대상)

송혜림

(2008)

사업목표와 계획의

적절성

사업관리와 추진체계

목표달성여부

이용자만족도

환류와 실적

사업성과 평가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사업)

원소연

(2005)

조직 관리

인력 재정

프로그램운영

지역사회연계

조직평가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윤정

(2009)

중간관리자 평가

직무현황 및 역량 분석
구성원 프로그램 역량 평가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사)

전춘애 외

(2009)

아이돌보미서비스만족도

아이돌보미서비스충성도

아이돌보미 실무자와

아이돌보미에 대한 만족도

프로그램만족도 조사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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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가정복지서비스 평가방법으로서 SERVQUAL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가족복지서비스의 성과평가는 건강가정지원

센터의 조직활동과 성과달성에 대한 명백한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관련된 정책결정과 관리의 질,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Griesemer, 1995; 이화정, 

2009).

건강가정지원서비스에 대한 성과평가는 크게 객관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로 나눌 수 있으

며, 객관적 평가는 행정내부의 합리성에 초점을 두고 투입 대비 산출의 양을 측정하는 효율

성 평가를 위한 것이며, 주관적 성과평가는 수혜자 입장에서 목표에 대한 달성도, 즉 효과

성에 중점을 두는 영향 지향적 평가방식이다(이환범, 2000: 287-288; 문신용･윤기찬, 2008: 

58; 이화정, 2009: 37). 건강가정복지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의 목적 자체가 추상적이고, 계량

화하기 어려우며, 연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과성을 중심으로 하는 주관적 성과

평가가 필요하다. 서비스 효과성(effectiveness)은 당초 의도한 목표와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

자에게 예측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복지서비스의 경우 지역주민의 삶

의 질 향상이 목표이므로 서비스 품질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이화정, 

2009: 39-40). 또한 서비스 품질에 대한 만족도 평가는 1990년대 이후 서비스 질, 사업결과

의 정기적 진단(monitoring) 그리고 평가 등이 강조되면서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가족복지서비스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주민의 평가로 서비스 

품질에 대한 주민의 수요나 욕구의 충족정도에 대한 태도를 평가하는 것이다(송건섭, 2006: 

85). 이러한 가족복지서비스에 대한 질적 평가는 고객지향적 행정패러다임 하에서 주로 설

문을 통한 주민만족도 평가를 통해 이루어진다(이화정, 2009: 40). 그런데 설문을 통한 주민

만족도 평가는 평가기준이 되는 지표에 대한 개념의 불명확성, 평가분야나 변수선정의 자의

성, 변수간 내재적 인과관계에 따른 체계성 부족, 그리고 조사설계의 일관성이나 조사항목

의 타당성 부족 등으로 체계적 연구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김재홍･조경호, 1995: 137; 송건

섭, 2006: 85; 이화정, 2009: 40). 따라서 건강가정복지서비스에 대한 체계적 평가를 위해서

는 성과방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SERVQUAL 모형을 활용한 설문조사 방법론

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1). 

서비스 품질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측정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는 Zeithaml, Parasuraman & 

Berry(1985; 1988; 1990; 1991; 1994)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들이 개발한 서비스 품질 측

1) 물론 최근 들어 SERVQUAL 기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서비스 자체의 질을 측정하는 항목들보다

는 시설수준이나 직원의 친절도 등과 관련된 항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복지서비스와 같은 공공

서비스가 지향하는 목표의 본질적인 면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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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모형을 SERVQUAL 척도라고 하는데, 이 척도가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지각서비스

(perceptive service)에서 기대서비스(expected service)를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P-E 

이론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Gap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서브퀄(SERVQUAL)은 수혜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 내지 바람

직한 수준을 상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대에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부응하느냐 하는 것이 

서비스 품질의 척도가 된다. 따라서 5개 차원 22개 문항의 기대수준과 실제 성과와의 차이

인 P-E(performance expectation)의 합이 서비스 품질의 크기이며, 이 값이 클수록 서비스 품

질 수준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5개 치원을 살펴보면, 유형성(tangibles)은 물리적 시설, 장

비, 직원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자료의 외양을, 신뢰성(reliability)은 믿을 수 있고 정확하게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능력을, 대응성(responsiveness)은 고객을 돕고, 신속한 서

비스를 제공하는 자세를, 보증성(assurances)은 직원의 지식과 정중한 예절, 신뢰와 확신을 

전달하는 능력과 안전성을, 공감성(empathy)은 서비스 조직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배려와 개

인적 관심이라 할 수 있다(강호진, 2005: 25; 이강, 2005: 453; 김은정･정소연, 2009: 198; 

Zeithaml et al., 1991).

이러한 서브퀄(SERVQUAL) 분석과 함께 본 연구는 중요도-성취도 분석(IPA: 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을 활용하고자 한다. IPA 분석은 Martilla와 James(1997)에 의해 소개된 

이래로 건강, 복지서비스, 마케팅, 심리학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IPA 분

석은 비용과 시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실무자들이 어떤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해

서 개선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최기종, 2001).

IPA 분석을 위한 IPA 프레임워크는 격자 모양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X축은 기대수준 Y축

은 만족수준을 나타낸다. 4개의 4분면은 순서대로 각각 유지, 과잉, 저순위, 집중 등을 의미

하며, 각 사분면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제1사분면은 응답자에게 매우 중요한 속성으로 인

식되며, 실행 또는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제2사분면은 낮은 중요도를 가지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성취도를 나타내기에 이 부분의 속성에 대해 현재의 노력을 고려해야 한다. 제3사분면

은 중요도와 성취도 모두 낮은 경우로 낮은 우선순위 대해서는 제한된 자원이 소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4사분면은 응답자에게 대단히 중요하게 인식되지만 성취도는 매우 낮기 

때문에 개선의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

중요도와 성취의 매트릭스를 그리기 위한 격자 설정에는 중요도와 성취도의 평균값을 접

점으로 활용하는 방법, 중요도와 성취도의 중앙값을 활용하는 방법, 표준편차에 의한 계산

방법, 임의적 방법 등이 있는데,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평균값을 가지고 주로 접점으로 사용

하고 있다(Oh, 2001). 그리고 IPA 매트릭스는 정해진 인력과 예산으로 우선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결정하는데, 집중면(4사분면)에 속한 항목들이 개선의 우선대상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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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승엽 외, 2006: 114). 

<그림 1> IPA 프레임워크, 자료: 문신용･윤기찬, 2008: 101-103 

<만족수준>

제2사분면

과잉(Possible Overkill)

낮은 중요도, 높은 성취도

제1사분면

유지(Keep up the Good Work)

높은 중요도, 높은 성취도

<기대수준>

제3사분면

저순위(Low Priority)

낮은 중요도, 낮은 성취도

제4사분면

집중(Concentrate Here)

높은 중요도, 낮은 성취도

Ⅲ. 연구분석 방법

1. 측정지표 선정

본 연구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유형별 건강가정복지서비스의 질적 산출물을 성과 분석 하

여 어떠한 만족도가 높은지를 도출해보기 위해 선행연구인 SERVQUAL모형 등에 기반 해서 

5개 차원 22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측정지표를 도출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이를 위해 먼

저 건강가정복지서비스의 질적 성과평가를 위한 SERVQUAL 차원과 측정 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복지서비스 질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강호진(2004)은 서울시 문화복지서비스를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였는데, 유형성, 

신뢰성, 대응성, 능력성, 공감성, 접근성, 편리성, 능률성 등은 분석차원으로 사용하였다. 김

순양･윤기찬(2004)은 서울시 여성발전센터를 대상으로 그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유형성, 신뢰성, 대응성, 보증성, 공감성 등 5개 차원 22개 지표를 활용하였다. 이환범 외

(2005)는 지역사회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유형성, 

보증성, 감정이입, 신뢰성, 반응성 등 5개 차원 21개 지표를 사용하였다. 송건섭(2006)은 사

회복지관의 질적 평가를 위해 SERVQUAL기법을 활용하였는데 대응성, 보증성, 유형성, 동

조성, 신뢰성 등 5개 차원 23개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오창근(2006) 역시 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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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평가를 위해 대응성, 보증성, 유형성, 동감성, 신뢰성 등 5개 차원 23개 지표를 활용

하였다. 김정희(2009)는 SERVQUAL 모형을 이용한 도서관서비스 품질 평가를 위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유형성, 신뢰성, 응답성, 확신성, 공감성 등의 5개 차원 22개 지표를 활용

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김은정･정소연(2009)도 서브퀄 모형에 근거한 사회서비스 품질의 

구성차원과 서비스만족도 연구에서도 사회성, 보증성, 신뢰성, 공감성, 응답성 등의 적용을 

통해 노인돌보미 바우처 서비스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SERVQUAL 기법을 활용한 복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유형성, 신뢰성, 대응성, 보증성, 공

감성 등의 5가지 차원이 약간의 차원의 명칭이 변경된 채 사용되고 있다. 

<표 2> 건강가정서비스 질에 대한 성과 측정지표

차원 세부 측정지표

유형성

현대적 시설의 구비정도

최신 교육장비의 구비정도

관련 종사자의 단정한 옷차림의 정도

안내시설의 구비와 이해정도

신뢰성

약속시간의 이행정도

업무처리과정의 정확한 통보 정도

약속된 서비스나 교육의 이행 정도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신뢰 정도

서비스나 교육의 질적 수준의 일관성 정도

공감성

이용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정도

관련 종사자들의 인간적 배려 정도

관련 종사자들의 이용자에 대한인격 존중 정도

이용자에 대한 개별적 관심 정도

센터 이용시간의 편리함 정도

대응성

요구나 불편 사항에 대한 신속한 해결정도

관련종사자들의 자발적인 도움정도

관련종사자들의 바빠도 도와주는 정도

차기 교육에의 참여희망

보증성

직원들의 업무처리에 대한 믿음 정도

직원들의 친절과 공손함 정도

직원들의 충분한 지식과 능력 보유 정도

센터이용 목적의 충족 정도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표 2>와 같이 건강가정복지서비스의 질적 성과평가를 위해 

5개 차원 22개의 지표를 선정하였다. 유형성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물리적인 면을 측정하기 

위하여 현대적 시설, 교육장비, 직원의 용모, 안내시설 등을,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해 약속

시간의 이행, 업무처리과정의 통보, 약속된 서비스나 교육의 이행, 직원에 대한 신뢰,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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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나 교육의 일관성 등을 측정항목으로 사용하였다. 공감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요구반영, 직원의 인간적 배려, 이용자의 인격존중, 도움주는 정도, 이용시간의 편리성 등을, 

대응성은 요구 또는 불편사항의 해결, 자발적 도움, 바빠도 도와주는 정도, 차기 교육 참여 

등을, 보증성은 업무처리에 대한 믿음, 직원의 친절, 직원의 충분한 지식과 능력, 이용목적 

충족 등을 측정항목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이러한 건강가정복지서비스의 질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 및 지표선정의 타당

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 건강가정서비스 성과차원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측정 문항의 내용 유형성 신뢰성 공감성 대응성 보증성

현대적 시설의 구비 정도 .744 .177 .180 .208 .163

최신 교육장비의 구비 정도 .799 .209 .236 .129 .176

관련 종사자의 단정한 옷차림의 정도 .703 .317 .170 .110 .206

안내시설의 구비와 이해 정도 .643 .393 .239 .122 .098

약속시간의 이행 정도 .241 .728 .116 .267 .151

업무처리과정의 정확한 통보 정도 .267 .729 .278 .143 .181

약속된 서비스나 교육의 이행 정도 .210 .793 .118 .162 .227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신뢰 정도 .154 .742 .322 .109 .256

서비스나 교육 질적수준의 일관성 정도 .285 .708 .233 .153 .173

이용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 .284 .242 .646 .281 .184

관련 종사자들의 인간적 배려 정도 .186 .204 .765 .252 .218

종사자들의 이용자에 대한 인격 존중 .138 .220 .766 .238 .268

이용자에 대한 개별적 관심 정도 .217 .164 .698 .265 .204

센터 이용시간의 편리함 정도 .185 .208 .622 .170 .167

요구나 불편 사항에 대한 신속한 해결 .223 .192 .242 .746 .173

관련종사자들의 자발적인 도움 정도 .162 .178 .301 .755 .267

관련종사자들의 바빠도 도와주는 정도 .104 .161 .232 .804 .214

차기 교육에의 참여희망 .119 .194 .269 .698 .309

직원들의 업무처리에 대한 믿음 정도 .132 .259 .294 .245 .717

직원들의 친절과 공손함 정도 .131 .241 .228 .269 .746

직원들의 충분한 지식과 능력보유 정도 .193 .194 .215 .225 .776

센터이용 목적의 충족 정도 .254 .208 .209 .231 .736

* 요인추출방법 : 주성분분석, 회전방법: 베리멕스, KMO(Kaiser-Meyer-Olkin) value: .944

<표 3>은 건강가정복지서비스 성과차원에 대한 요인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서, 설문문

항과 5가지 차원이 예상한 대로 뚜렷하게 나누어져 묶여진 것을 알 수 있다. 즉 주성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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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고유값(eigenvalues)이 1 이상인 요인은 5개로 나타났으며, 각 고유값은 10.834, 1.819, 

1.199, 1.034, 1.003이다. 이 5개 요인이 건강가정복지서비스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는 설명력은 요인1(유형성)이 49.24%, 요인2(신뢰성)가 8.27%, 요인 3(공감성)이 5.45%, 요

인4(대응성)가 4.70%, 요인5(보증성)가 4.56%로 나타나는 등 전체적으로 72.22%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석결과 KMO 값이 .944 으로서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선정이 

매우 좋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요인분석결과는 본 연구에서의 건강가정복지서비스 성

과평가를 위한 변수선정이 적합하고 타당성 있게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참

고로 선정된 문항들의 차원별 신뢰도(Cronbach Alpha 계수)를 구한 결과 유형성은 .89, 신뢰

성 .90, 공감성 .88, 대응성 .89, 그리고 보증성은 .85로 나타나 만족할 만한 수준을 보여 주

었다. 

2. 분석방법

분석대상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해 2010년 

현재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128개 중 직영 13곳(전수), 민영 15곳으로 총 28곳을 무작위

로 선택하여 한 곳당 50부씩 1,400명으로 설문지를 통해 조사 되었다. 이 중 직영을 이용하

는 이용자 650명, 민영을 이용하는 이용자 7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이중 회수된 

설문은 누락된 답변을 제외한 직영 515명, 민영 583명의 설문자료를 본 연구에서는 분석하

였다. 설문조사기간은 2010년 5월 10일부터 시작하여 7월 8일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되었다.

본 연구는 통계 프로그램인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12.0을 이용하

여 자료를 처리･분석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별 질적 수준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성별, 연령, 학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성별에서 남자 154(13.9%), 여자 944(85.2) 으로 여자가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에서는 40~45미만이 230명(20.9%)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

내고 있고, 다음으로 35~40세 221(20.1%), 45~50세 162(14.8), 50~55세 154(14.0%), 30~35세 

108(9.8%), 25~30세 79(7.2%), 55~60세 76(6.9%), 20~25세 35(3.2%), 60세이상 33(3.0%)로 자

녀들의 성장 후 평생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력은 

고졸이 791명(72.0%), 대졸이 138(12.6%), 대학재학중 78(7.1%), 중졸 73(6.6%), 대학원 재학

중 12(1.1%), 대학원졸 6(0.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서비스 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이용전･후의 기대

와 만족수준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두 상황 간 평균차이의 유무를 분석하기 위한 대응표

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이와 아울러 두 시설 유형간의 서비스 질을 비교하기 위해 두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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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GAP을 독립표본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실증조사 결과를 토대로 IPA를 활용하여 

각 사분면에 5개 차원을 배치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유형별 관리전략을 도출하였다. 

Ⅳ. 연구 분석결과

1. 직영과 민영 건강가정지원센터 각 차원별 건강가정서비스 비교

1) 유형성

먼저 직영 건강가정지원센터 유형성에 대한 기대수준과 만족수준간의 비교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을 통한 현대적 시설구비 정도의 만족도, 최

신교육장비 비치정도,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안내시설 구비 및 이해정도의 만족도 지표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 결과 유의수준이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현대적 시설 

구비 정도, 최신교육 장비의 만족도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 전 기대수준보다 이용 후 만

족수준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직원의 단정한 옷차림정도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프로그램 이용 전 기대수준보다 이용 후 만족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보아 종사자들의 단정한 옷차림 정도에 대한 인식수준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안내시설 구비 및 이해정도에 있어서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전 기

대수준보다 이용 후 만족수준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민영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모두 만족수준이 기대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건강가정지원센

터 이용을 통한 현대적 시설구비 정도의 만족도, 최신교육장비 비치정도, 단정한 옷차림 그

리고 안내시설 구비 및 이해정도의 만족도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 결과 유의수준이 p<.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영과 마찬가지로 현대적 시설구비 정도, 최신

교육장비 비치정도도 기대수준보다 만족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단정한 옷차림 정

도에 대한 인식수준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안내시설 구비 및 이해

정도에 있어서도 이용전 기대수준보다 이용 후 만족수준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로 보아 직영이 민영보다 기대수준도 높고 만족수준도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두 건강가정지원센터 서비스 유형성에 대한 GAP 차이를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살

펴보면,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다시 설명하면 각 지표별 기대수준과 만족수준 

모두 직영이 민영보다 더 높게 나왔지만 기대수준에 비해 상대적인 만족수준은 민영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민영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영에 대한 기대수준이 더 높은 것이

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기대수준에 비해 만족수준이 가장 큰 지표는 민영의 단정한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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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림으로 두 집단간의 GAP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표 4> 직영과 민영 유형성 비교

측정지표
직 영 민 영 두집단간의 GAP

기대 만족 t 기대 만족 t 직영 민영 t

현대적시설

구비정도
평균 3.34 4.05 -20.970* 2.94 3.84 -40.475* +0.71 +0.87 -3.964*

최신교육장비구

비정도
평균 3.27 4.02 -25.802* 2.93 3.81 -42.190* +0.75 +0.85 -2.638*

단정한옷차림

정도
평균 3.62 4.26 -22.219* 3.34 4.21 -43.107* +0.64 +0.85 -6.189*

안내시설 구비및

이해 정도
평균 3.52 4.23 -23.536* 3.20 4.04 -39.340* +0.71 +0.83 -3.135*

전 체 평균 3.44 4.14 -31.173* 3.10 3.97 -52.123* +0.70 +0.85 -5.293*

* p<.05

2) 신뢰성

약속된 시간 이행 정도 및 약속된 서비스를 믿을 수 있고 종사자들의 신뢰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직영의 경우 모든 측정지표에서 기대수준에 비해 만족수준이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용자들은 신뢰성을 측정하는 모

든 요소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 전 기대수준보다 이용 후 만족수준이 더 높게 나타나 

건강가정지원서비스의 신뢰성 측면에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종사자들의 신뢰

성 정도의 경우 이용자들이 종사자들에 대한 신뢰수준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영의 경우도 직영과 같이 모든 측정지표에서 기대수준에 비해 만족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영에서도 직영과 마찬가지로 종사자들에 대한 신뢰감이 특히 높은 것으

로 나타나 신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위의 결과로 보아 직영에 대한 기대수준과 만족수준이 민영보다 높은 것으로 보여졌다. 

이는 우리사회가 아직까지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것에 신뢰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직영과 민영 건강가정지원센터 서비스 신뢰성에 대한 GAP 차이를 대응표본 t-검정

을 통해 살펴보면,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 각 지표별 기대수준과 만

족수준이 모두 직영이 민영보다 더 높게 나왔다. 그러나 SERVQUAL 분석기법에 따르면 직

영에 비해 민영이 갭 차이가 많아 민영 이용자들이 이용 전 기대수준보다 이용 후 만족수

준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건강가정복지서비스의 운영형태에 따른 성과평가: SERVQUAL기법을 중심으로 371

우리사회는 아직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센터에 대해 신뢰를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과거의 여러 가지 사회복지에 대한 경험에서 온 기대의 차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5>

는 신뢰성 차원의 건강가정복지서비스 질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을 비교한 것이다. 

<표 5> 직영과 민영 신뢰성 비교

측정지표
직 영 민 영 두집단간의 GAP

기대 만족 t 기대 만족 t 직영 민영 t

약속시간

이행정도
평균 3.50 4.23 -25.189* 3.50 4.12 -50.926* +0.72 +0.94 -6.150*

요청사항정확한

통보정도
평균 3.53 4.30 -26.661* 3.28 4.17 -47.790* +0.77 +0.89 -3.205*

약속된서비스나

교육의 이행 정도
평균 3.56 4.33 -25.353* 3.33 4.26 -54.671* +0.77 +0.92 -4.352*

종사자들의

신뢰성정도
평균 3.62 4.38 -25.169* 3.38 4.33 -53.198* +0.77 +0.94 -4.973*

교육의 질적수준 평균 3.52 4.26 -23.645* 3.26 4.19 -49.288* +0.74 +0.92 -4.826*

전 체 평균 3.55 4.30 -33.768* 3.28 4.21 -60.637* +0.75 +0.92 -6.094*

* p<.05

3) 공감성

공감성 차원을 살펴보면, 직영의 공감성에 대한 기대수준과 만족수준간의 t-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공감성 지표에서 기대수준에 비해 만족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영의 이용자들은 공감성을 측정하는 모든 요소

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 전 기대수준보다 이용 후 만족수준이 높게 나타나 센터 종사

자들이 보여주는 인격존중의 정도와 인간적 배려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영의 경우도 직영의 경우와 같이 모든 공감성 측면지표에서 기대수준에 비해 만족수준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민영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서비스의 공감성에 대해 상당히 만족한 인식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직영

과 마찬가지로 이용자에 대한 인격존중 정도와 인간적 배려정도에서 매우 긍적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결과로 보아 직영에 대한 기대수준과 만족수준이 민영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관의 서비스가 많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민영은 더욱 신뢰성에 대한 배려

가 필요하다. 

한편 직영과 민영 건강가정지원센터 서비스 공감성에 대한 GAP간의 차이를 통해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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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 직영은 기대수준과 만족수준이 높고, 민영

은 기대수준에 비해 만족수준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민영에 대한 기대수준이 낮

게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민간위탁이 거의 대학에서 운영되므

로 전문가 집단에 의한 운영으로 이용 후에는 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 6> 직영과 민영 공감성 비교

측정지표
직 영 민 영 두집단간의 GAP

기대 만족 t 기대 만족 t 직영 민영 t

이용자요구

정확한이해정도
평균 3.36 4.10 -25.951* 3.14 4.07 -48.603* +0.74 +0.92 -5.243*

이용자에대한

인간적배려정도
평균 3.56 4.24 -23.807* 3.35 4.23 -45.064* +0.68 +0.86 -5.126*

이용자에대한

인격존중의정도
평균 3.65 4.33 -24.354* 3.39 4.28 -46.905* +0.68 +0.89 -6.112*

이용자에대한

개별적관심정도
평균 3.42 4.14 -23.865* 3.16 4.04 -43.809* +0.72 +0.86 -4.016*

이용시간의

편리성 정도
평균 3.39 4.03 -19.407* 3.14 3.97 -37.512* +0.63 +0.83 -4.765*

전 체 평균 3.48 4.17 -31.998* 3.24 4.12 -54.347* +0.69 +0.87 -6.673*

* p<.05

4) 대응성

먼저 직영의 대응성에 대한 기대수준과 만족수준간의 비교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측정지표에서 기대수준에 비해 만족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영 이용자들은 대응성을 측정하는 모든 요소에서 건강가정지원센

터 이용 전 기대수준보다 이용 후 만족수준이 더 높게 나타나 종사자들의 서비스 대응성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영의 경우도 직영의 영우와 같이 모든 대응성 측정지표에서 기대수준에 비해 만족수준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 대응성에 대한 

만족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음 교육에 참여희망 요소에서는 매우 만족

스러운 요소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직영과 민영간의 서비스의 대응성에 대한 GAP간의 차이를 통해 살펴보면 모두 유의

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다시 말하면 직영에 비해 민영이 기대수준에 비해 만족수준이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영은 민영보다 만족도가 높으나 만족간의 갭이 민영보다 낮은 것

은 이용자들이 가지는 대응성의 기대수준은 민영에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건강가정복지서비스의 운영형태에 따른 성과평가: SERVQUAL기법을 중심으로 373

<표 7> 직영과 민영 대응성 비교

측정지표
직 영 민 영 두집단간의 GAP

기대 만족 t 기대 만족 t 직영 민영 t

요구사항신속한해

결정도
평균 3.47 4.17 -22.356* 3.16 4.05 -45.760* +0.70 +0.90 -5.047*

이용자를 도우려는

자발성정도
평균 3.63 4.31 -23.675* 3.32 4.20 -44.017* +0.68 +0.87 -5.140*

정보제공에대한만

족정도
평균 3.55 4.27 -24.637* 3.26 4.11 -41.295* +0.71 +0.85 -3.686*

다음교육에대한참

여희망정도
평균 3.67 4.38 -22.916* 3.36 4.26 -44.837* +0.71 +0.88 -4.470*

전 체 평균 3.58 4.28 -30.026* 3.28 4.16 -52.416* +0.70 +0.87 -5.672*

* p<.05

5) 보증성

업무처리 면에서 신뢰감을 의미하는 보증성을 살펴보면, 우선 직영의 경우 모든 보증성 

측면에서 기대수준보다 만족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이용자들은 보증성에 관한 모든 문항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 전 기대

수준보다 이용 후 만족수준이 더 높게 나타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보증성 측면에서 만족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직영의 이용자들은 종사자들의 보증성에 대해 기대수준과 만족

수준이 상당히 높은 긍정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어 친절과 공손함에 매우 양호한 것으로 보

인다.

민영의 경우도 직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든 보증성 측정지표에서 기대수준에 비해 만

족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가정지원센

터 서비스의 보증성에 대한 만족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사자들의 친절

과 공손함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스러운 인식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영과 민영간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서비스 보증성에 대한 GAP차를 비교해 보면, 

이용목적의 충족정도에서는 유의수준이 P>0.5로 두 집단사이에 차이가 없음으로 나왔으며 

그 외에 나머지 부분에서는 두 집단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직영

에 비해 민영이 기대수준에 비해 만족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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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직영과 민영 보증성 비교

측정지표
직 영 민 영 두집단간의 GAP

기대 만족 t 기대 만족 t 직영 민영 t

종사자업무

처리믿음정도
평균 3.54 4.30 -25.918* 3.35 4.27 -45.286* +0.75 +0.91 -4.239*

종사자의친절과

공손함정도
평균 3.62 4.37 -25.204* 3.45 4.34 -44.969* +0.75 +0.88 -3.689*

종사자의

전문성정도
평균 3.61 4.33 -25.096* 3.37 4.26 -44.520* +0.72 +0.88 -4.631*

이용목적의

충족정도
평균 3.55 4.33 -26.650* 3.34 4.20 -42.710* +0.79 +0.86 -1.867

전 체 평균 3.58 4.33 -33.421* 3.38 4.27 -51.900* +0.75 +0.88 -4.592*

* p<.05

2.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영과 민영 서비스 질에 대한 종합적 성과 분석

앞서 직영과 민영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서비스의 개별 차원에서 논의한 결과를 종합적으

로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서비스 질에 관한 

5가지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기대수준에 비해 만족수준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높게 나타

나고 있어 두 시설의 서비스 질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은 좋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 관련 종사자들과의 면접조사에 의하면, 동 센터의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이용하

기 전 인지수준의 부족이 기대수준을 낮추게 하고 이용 후에는 만족수준이 제고되는 경향

을 보여주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2). 대체로 직영이 민영에 비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서비스 질에 대한 기대수준도 높고 만족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2010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진행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무국장이나 총괄팀장들과의 직접면담과 전

화면담을 통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운영된지 5년이 지났지만 서비스 이용자들은 아직 건강가정지원

센터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시 기대는 낮으

나 참여 후 느끼는 만족은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 이유는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인

지만으로 참여 했으나 진행자의 전문성과 강사는 대학교수가 주를 이루며, 위탁받은 기관이 거의 지

역에 위치한 대학이므로 전문가 집단의 참여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여건들이 시민들에게 프로그램 

참여 후 질적인 운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들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을 센터직원들은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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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직영과 민영 차원별 서비스 질 비교

측정지표
직 영 민 영 두집단간의 GAP

기대 만족 t 기대 만족 t 직영 민영 t

유형성 평균 3.44 4.14 -31.173* 3.10 3.97 -40.475* +0.71 +0.87 -5.293*

신뢰성 평균 3.55 4.30 -33.768* 3.28 4.21 -60.637* +0.75 +0.92 -6.094*

공감성 평균 3.48 4.17 -31.998* 3.24 4.12 -54.347* +0.69 +0.87 -6.673*

대응성 평균 3.58 4.28 -30.026* 3.28 4.16 -52.416* +0.70 +0.87 -5.672*

보증성 평균 3.58 4.33 -33.421* 3.38 4.27 -51.900* +0.75 +0.88 -4.592*

전 체 평균 3.52 4.24 -42.570* 3.25 4.14 -67.981* +0.72 +0.88 -7.408*

* p<.05

직영과 민영을 GAP 차원별로 비교해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서비스 질에 관한 5가지 차

원에서 유형성, 신뢰성, 공감성, 대응성, 보증성에서 두 집단간의 GAP 차이가 유의수준 

p<.05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각 지표별 기대수준과 만족수준이 

모두 직영이 민영보다 더 높게 나왔지만 기대수준에 비해 상대적인 만족수준은 민영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민영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영에 대한 기대수준이 더 높은 것이

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SERVQUAL 기법은 GAP 이론으로 P-E 값을 보면 민영

이 기대수준에 비해 만족수준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신뢰성은 직영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 실질적으로 민영을 이용해 보니 약속시간이행정도, 정확한 통보정도, 약속된 서비

스나 교육의 이행정도, 신뢰성 정도, 교육의 질적 수준정도가 이용자들에게 기대 이상의 만

족을 얻을 수 있도록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었다고 보여진다.

한편 종합적으로 직영과 민영의 서비스 질에 관한 차원별 변수들의 영향력에 대해 살펴

보기 위해 실시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의 추정결과는 <표10>에 요약되어 있다. 추

정방법으로는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이 사용되었으며, 모형의 카이제곱 검증결과

는 독립변수인 차원변수들이 유의수준 .000에서 종속변수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모형의 분류정확도는 66.7%이고, Cox & Snell R-제곱값은 0.062, Nagelkerke 

R-제곱값은 0.082으로 나타났으며, 추정된 계수값은 유형성, 신뢰성, 공감성이 유의수준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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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직영과 민영의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 추정결과

차원변수 B S.E. Wald 유의확률 Exp(B)

유형성 .358 .169 4.482 .034 1.431

신뢰성 .388 .185 4.409 .036 1.474

공감성 .570 .202 8.008 .005 1.769

대응성 .197 .188 1.103 .294 1.218

보증성 -.035 .177 .040 .842 .965

상수 -1.065 .170 39.421 .000 .345

* 분류정확성 66.7%, 모형의 카이제곱(69.838), df=5, 유의확률(0.000)

* -2 Log 우도:1448.099, Cox와 Snell의 R-제곱:.062, Nagelkerke R-제곱:.082

추정계수값을 살펴보면, 유형성, 신뢰성, 공감성, 대응성은 (+)의 영향을 미치고, 보증성은 

(-)의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응성과 보증성은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차원 변수들 중 공감성이 종속변수에 가장 영향력이 크며, 

다음으로 신뢰성과 유형성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감성, 유형성 그리고 신

뢰성의 서비스 질(P-E)에 대한 보다 긍정적 인식은 민영센터 이용자들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표 9>에서 나타난 결과와도 연관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로지스틱 분석결과에 의하면, 직영의 서비스 질에 대한 인식을 제고

하기 위해서는 특히 공감성 측면, 그리고 유형성, 신뢰성과 관련된 변수들의 이용 후 만족

수준 향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분석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민영이 직영에 비해 전반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서비스

의 질에 대한 만족수준이 기대수준에 비해 바람직한 수준으로 이용자들에게 인식되고 있음

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민영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

을 나름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영과 민영의 성과에 대한 IPA 분석

먼저 IPA 분석을 위해 직영과 민영의 건강가정지원서비스 질과 관련된 5가지 차원을 종

합적으로 분석하여 4분면에 위치시켜 보면 <그림 2>와 같다. X축과 Y축의 기준 값은 기대

수준과 만족수준의 평균값(직영 3.52, 4.24, 민영 3.25, 4.14)을 기준 값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직영과 민영의 건강가정지원서비스에 대해 성과관리 전략적 측면에서 살

펴보면, 제1사분면에 있는 보증성, 대응성, 신뢰성은 이용자들의 기대수준 및 만족수준 모두

를 비교적 잘 충족하고 있어 유지 및 관리 지속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직영이 민

영에 비해 보증성, 대응성, 신뢰성 모두 더 높은 기대수준 및 만족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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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고 있다. 

한편 3사분면에 위치한 공감성과 유형성에 관련된 요인들은 이용자들의 기대수준이 여타 

차원에 비해 약간 낮게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족도 제고를 

위한 센터 차원의 추가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즉 공감성, 유형성에 대한 이용자

의 기대수준과 만족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직영과 민영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들이 이

용자요구 정확한 이해정도, 인간적 배려, 인격존중, 이용자들에 대한 개별적 관심, 이용시간

의 편리성정도를 위해 사회복지 조직에서 갖춰야 할 중요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관

과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직원들의 계속된 인간관계의 기술에 대한 교육의 필

요성이 절실함을 이 결과를 통해 볼 수 있다. 또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대적 시설 및 

최신 교육 장비를 구비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이용자 및 평가를 통해 건강가정 운영에 필요한 환경 및 최신 교육 장비를 구축하여 우수

한 건강가정지원센터 환경을 마련하여 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들

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IPA 분석 결과 바람직한 측면은 4사분면에 위

치한 차원의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보다 구체적인 항목별로 살펴보면 별다른 만족도 제고노력이 필요 없

는 제1사분면인 ‘유지관리 및 지속’을 제외한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나 중점개선이 필

요한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사분면에 위치한 기대수준은 낮으나 만족수준이 높은 사항들로 건강가정지원센

터에 대한 기대를 더 갖고 만족도 높여서 1사분면으로 이동하도록 노력이 필요한 항목으로

는 직영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이용시간의 편리성 정도와 이용자에 대한 개별적 관심에 

대한 정도로 나타났다. 반면 민영의 경우는 이용시간의 편리성 정도와 요구 사항 시 신속한 

해결정도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에게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제3사분면에 위치한 기대수준과 만족수준이 모두 낮아서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한 항목으로는 직영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현대적 시설과 최신

교육장비의 구비, 약속시간 이행정도로 나타났다. 반면 민영은 현대적시설과 최신교육장비

의 구비, 안내시설 구비 및 이해정도, 이용자 요구 정확한 이해정도로 나타났다. 

제4사분면에 위치한 기대수준은 높지만 만족수준이 낮아서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할 항목

을 살펴보면, 직영의 경우 이용자 요구 정확한 이해정도 이용자에 대한 인간적 배려 정도로 

나타났고, 민영은 이용자에 대한 개별적 관심과 정보제공에 대한 만족정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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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직영과 민영의 건강가정지원서비스 질에 대한 만족도

<만족수준>

제2사분면 제1사분면

‣직영 보증성, 대응성

‣직영 신뢰성

민영 보증성

민영 신뢰성, 대응성

<기대수준>

제3사분면

‣직영 공감성

‣직영 유형성

민영 공감성

민영 유형성

제4사분면

* 기대수준과 만족수준의 평균 값(직영 3.52, 4.24, 민영 3.25, 4.14)을 기준 값으로 사용하였음.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유형별 건강가정지원서비스에 대한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

가 기존의 이용자의 사후적인 만족도에 대한 평가가 한정되어 있어서 기존의 건강가정지원

센터 이용자의 만족도 평가에 대한 한계를 극복해 보고자 SERVQUAL기법을 활용하여 건강

가정지원센터 직영과 민영의 질적 수준을 진단해 보고, IPA 분석기법에 따른 관리전략을 모

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직영 13곳(전수), 민영 

15곳 총 28곳을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5개 차원 22개 항목을 비교한 결과 우선 만족수

준과 기대수준의 차이를 살펴보면 직영의 경우 유형성과 신뢰성, 공감성, 대응성 그리고 보

증성 등 P-E값이 모두 (+) 값으로 나타나서 이용자의 기대수준에 비해서 실제로 건강가정지

원센터를 이용한 후 느끼는 만족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건강가정지원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순서대로 차원을 나열해 보면 보증성(0.75), 신뢰성(0.75), 유형성(0.71), 대응성(0.70), 공

감성(0.69)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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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영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에도 5가지 서비스 차원 모두 P-E값이 (+) 값으로 나

타나서 이용자의 기대수준에 비해서 실제로 민영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한 후 느끼는 만

족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건강가정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신뢰성(0.92), 보증성(0.88), 공감성(0.87), 대응성(0.87), 유형성(0.87)순이었다.

이상과 같이 두 센터 만족수준과 기대수준의 GAP 차이를 살펴본 결과 민영이 직영 건강

가정지원센터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민영이 약속시간이행, 요

청사항 정확한 통보나 약소한 교육의 서비스는 꼭 지키며, 종사자들이 신뢰성 있게 건강가

정지원서비스를 하며 교육의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을 잘하여 이용자들의 호감을 상승시키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건강가정지원서비스 이용 전과 후의 비교분석

에서 나타났듯이 건강가정지원서비스 이용 후의 만족도가 모든 분석요인에서 이용 전 기대

수준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온 것은 민영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건강가정

지원서비스가 바람직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IPA분석 결과를 직영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민영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건강가정지원서비스 

성과관리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보증성과 대응성 그리고 신뢰성의 경우 직영과 민영 모두 

제1사분면에 위치하여 바람직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지속적인 유지를 위한 노

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3사분면에 위치한 공감성, 유형성과 관련된 요소에서 

이용자들이 요구한 정확한 이해정도, 인간적 배려, 인격존중, 이용자들에 대한 개별적 관심

정도와 이용시간의 편리성 정도를 위해 우선순위가 낮다고 하더라도 기대수준과 만족수준

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 조직에서 갖춰야 할 사

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 즉 직원들의 인간관계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이 

결과를 통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진다면 제3사분

면에 위치한 공감성과 유형성은 성과향상을 통해 제2사분면으로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에서 나타난 것들을 토대로 건강가정지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

사점을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영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민영 건강가정지원

센터에 비해서 모든 차원에서 건강가정지원서비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관리전략 면

에서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용시간의 편리성 정도와 이용자에 

대한 개별적 관심에 대한 정도, 이용자에 대한 인간적 배려 정도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프

로그램 참여자의 의견이 보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용자에 

대한 개별적 관심에 대한 정도, 이용자에 대한 인간적 배려 정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직원들

의 인간관계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현대적 시설 구비 

및 최신교육장비 구비를 위한 개선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환경면에서 현대적 시설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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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할 수 있도록 시설 투자에 대한 예산 분배를 하여 최신교육장비의 등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민영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도 관리전략 면에서 유형성 및 공감성 차원에 있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환경면에서 현대적 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예산 분배 시 여성가족부와 

중앙과의 의견을 나누어 시설에 투자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점적으로 개선해

야 할 것으로 나타난 이용자에 대한 개별적 관심정도와 이용자 요구 정확한 이해정도 정보

제공에 대한 만족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직영과 마찬가지로 직원들의 인간관계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은 필수 항목으로 의무적으로 1년에 4회 이상의 참여의 필요성이 절실

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으로 인하여 직원간의 관계가 좋아진다면 이용자들에 대한 

건강가정지원서비스는 자연스럽게 질 높은 서비스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직영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민영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비

해서 각 지표별 기대수준과 만족수준 모두 더 높게 나왔지만, 기대수준에 비해 상대적인 만

족수준은 민영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민영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영에 

대한 기대수준이 더 높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활용하고 있는 

SERVQUAL기법의 GAP 이론에 따르면 처음 프로그램 이용 전 기대수준보다 프로그램 이용 

후 만족수준의 GAP 차이가 큰 민영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직영보다 질적인 면에서 보다 나

은 성과로 이용자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들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건강가정복지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인 질적 평가를 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 있어 국내의 민간위탁이 조금씩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정부차원의 민영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보

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성과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Parasuraman 등이 제시한 일반적인 서비스 질의 측정 요소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사회복지적 공공서비스의 공익성이나 안전성 등과 같은 본질적인 ‘사회적 책임

(social responsibility)’ 차원이 소홀하게 다루어진 면(Sureshchandar, Chandrasekharan and 

Anantharaman, 2002)은 연구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와 같은 

차원을 반영하여 보다 포괄적인 차원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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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rformance Evaluation of Healthy Family Welfare Service 

Using SERVQUAL: A Comparative Analysis of Public and 

Private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s

Sinyong Moon & Keum-dan Sung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s provide various family support services to 
community family members. This study tries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healthy 
family welfare services offered by the public and private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s comparatively using the SERVQUAL method and explore the management 
strategies through 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IPA). The study shows that 
satisfaction levels were higher than expected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regarding five 
overall service quality factors, suggesting that users of both types of centers have good 
perceptions ofservice quality. However, it is found that users of the private centers 
generally show better perceptions of service quality than those of public centers. An 
IPA indicates that the two types of centers show good performance levels except for 
the factors of tangibility and empathy. Efforts should be made to increase user 
satisfaction for tangibility and empathy over both types of the centers.

【Key Words: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Performance Evaluation, SERVQUAL, IP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