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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is study was to develop a strategy for modeling future workforce projections to serve as a basis for analyzing annual 

supply of and demand for physical therapists across the South Korea into 2030.

Methods : In-and-out movement model was used to project the supply of physical therapists. The demand was projected according 

to the demand-based method which consists of four-stages such as estimation of the utilization rate of the base year, forecasting 

of health care utilization of the target years, forecasting of the requirements of clinical physical therapists and non-clinical physical 

therapists based on the projected physical therapists.

Results : Based on the current productivity standards, there will be oversupply of 39,007 to 40,875 physical therapists under the 

demand scenario of average rate in 2030, undersupply of 44,663 to 49,885 under the demand scenario of logistic model, oversupply 

of 16,378 to 19,100 under the demand scenario of logarithm, and oversupply of 18,185 to 20,839 under the demand scenario of 

auto-regressive moving average (ARIMA) model  in 2030.

Conclusion : The result of this projection suggests that the direction and degree of supply of and demand for physical therapists 

varied depending on physical therapists productivity and utilization growth scenarios. However, the need for introduction of a pro-

fessional physical therapist system and the need to provide long-term care rehabilitation services are actively being discussed in en-

tering the aging society. If community rehabilitation programs for rehabilitation of disabled people and the elderly are activated, 

the demand of physical therapists will increase, especially for elderly people. Therefore, healthcare policy should focus on establish-

ing rehabilitation service infrastructure suitable for an aging society, providing high-quality physical therapy services, and effective 

utilization of physical therap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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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경제발전으로 국민소득이 증대하면서 생활수준

이 향상되고, 의료기술의 발전과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

로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기대가 상승하면서 보건의료

의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하여 왔다. 보건의료 수요의 증

가는 곧 보건의료 서비스의 양적인 증가와 함께 서비스

의 종류의 양상에도 변화를 야기하고 현존하는 보건인

력 공급의 변화가 요구되거나 새로운 보건인력이 요구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1세기에는 인구‧사회‧경제구조

의 변화에 따른 의료수요의 다양화 및 의료분야에서의 

세분화‧첨단과학화가 예상되므로 의료서비스 공급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의료인력과 관련한 수급문제 

및 정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보

건의료서비스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보건의료 인력

수급계획 및 정책은 보건의료인력이 충분히 공급되고, 

잘 훈련되고, 적절히 분포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Oh, 2010).

최근 미국 노동 통계국(BLS)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물

리치료사의 고용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모든 직종의 

평균보다 빠른 27 % 성장할 것으로 보고 했다. 이러한 

성장은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 이전에 치료가 불가능

한 장애 상태의 증가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 기술의 진

보, 물리치료사 치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새로운 치료법 

및 기술, 건강 증진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을 포함하는 

여러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Bureau of Labor Statistics, 

2007). 이러한 보건의료환경의 변화는 물리치료사 서비

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물리치료

사의 공급은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

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Zimbelman 등, 2010).

우리나라도 이러한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문에서 비켜갈 수 없는 문제이

기도 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면서 요양시설이 늘어나고, 이는 물리치

료사 수요의 견인 역할을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

칙」 제 17조 제 1항과 관련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서 노인요양시설에서 입

소자 30인 이상인 경우, 물리(작업)치료실 설치를 의무

화하고 물리(작업)치료사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였

다. 그리고 2009년에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사나 물

리치료사 등 인력의 채용을 장려하는 ‘장기요양급여비

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의결하여 물

리치료사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물리치료사 서

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물리

치료사의 공급은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인

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장래의 사회변화와 

보건의료 수요 변화를 감안한 보건의료인력 수급 준비

는 계획적인 인력의 공급뿐 아니라 앞으로의 보건정책 

방향의 지침이 됨으로써 보건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방

지하여 원활한 보건의료 정책의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Kim, 1991).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본고에서는 

물리치료사 수급전망을 통하여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수급추계 방법론

1) 공급추계 방법

본 연구에서 물리치료사 인력의 공급을 추계하기 위

해 공급추계 유형으로는 기초추계방법(baseline 

projection method)을 사용하고, 추계방법으로는 유입․유
출법(method of in-and-out moves) 및 인구학적 방법

(demographic method)을 사용하였다. 기초추계방법은 현

재 인력양성체계를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장

래의 인력을 추정하는 방법이고, 유입‧유출법은 인력의 

재생과정(renewal process)에 근거하여, 변화의 과정을 

유입과 유출로 나누어 추정하는 방법이다.

공급추계를 위하여 물리치료사의 면허발급현황, 인

력 양성현황, 가용 및 손실인력, 취업현황, 연도별 국

가고시 합격률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물리치료사 인력양성 및 공급능력 추계, 손실 수 추계 

등을 통해 인력 공급전망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매연

도의 물리치료사 수는 전년도 물리치료사 수에서 증가

분을 더하고 감소분을 뺌으로써 계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공급추계 모형은 다음과 같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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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Physical Therapists

↓ ↓

1. Licensee ∙ Registered license for in n year 

↓ ↓

2. Workforce Increase 

 NS(n)=New(n-4(3))×g(n)×α×β

   ∙ New(n-4(3)): Number of students admitted to

     domestic colleges in the year n-4(3) 

   ∙ g(n): Graduation rate from domestic colleges

in the year n 

   ∙ α: Application rate of state exams 

   ∙ β: Pass rate of state exams 

↓ ↓

3. Workforce Decrease

 L(n)=D(n)+EM(n)+R(n)

   ∙ D(n) : Number of deaths in the year n

   ∙ EM(n) : Number of emigrants in the year n

   ∙ R(n) : Number of retirees 

↓ ↓

4. Available Workforce

 S(n)=S(n-1)+NS(n)－L(n)

   ∙ S(n): Number of surviving providers in the year n 

   ∙ S(n-1): Number of surviving domestic providers

in the year n-1 

   ∙ NS(n): Number of new providers in the year n  

   ∙ L(n): Number of lost providers in the year n  

↓ ↓

5. Active Workforce 

 WS(n)= S(n)× (CWR + UCWR) 

   ∙ WS(n): Number of active providers in the year n 

   ∙ CWR: Active provider rate in clinical practice 

   ∙ UCWR: Active provider rate in non-clinical practice  

Fig 1. Health care workforce supply projection model

2) 수요추계 방법

본 연구의 수요추계방법은 수요추계에 사용되는 자

료의 가용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의료인력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양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 의료수요에 근거한 방법(demand-based 

method)을 주로 사용한다(Yu, 2012). 따라서 물리치료

사 인력 수요추계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수요에 근거한 인력수요 추계방법론 

중 미국의 보건자원 및 서비스국 (HRSA: 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의 BHPr(Bureau 

of Health Professions)에서 사용한 의료수요에 근거한 

인력수요 추계방법론을 적용하였다(HRSA, 2006). 이 

모형은 인구구조 및 규모의 변화와 의료보장 적용의 

변화, 이외에도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

인들을 고려하도록 고안된 것으로서, 다음 그림에서 

각 의료인력의 추계과정을 수요에 근거한 추계방법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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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ealth care workforce demand projection model

의료이용량의 추세를 추계하기 위해 통계모형으로 

곡선모형 중에서는 로지스틱(logistic) 함수와 로그

(logarithmic)함수를 적용하고(Kirkpatrick 등, 2014), 시계

열 분석방법에서는 ARIMA (auto-regressive moving 

average) 모형을 적용하였다. 미래를 추계하기 위한 방

법 중 하나인 곡선모형(curvefit algorithms)에는 선형

(linear), 로그(logarithmic), 역(inverse), 2차(quadratic), 3

차(cubic), 복합(compound), 승수(power), S, 성장

(growth), 지수(exponential), 로지스틱(logistic)으로 총 11

개의 함수모델이 있다. 이 함수모델 중에서 의료이용

증가추세에 가장 적합한 로지스틱 함수와 로그함수를 

함수식은 다음과 같다(Kirkpatrick 등, 2014).

로지스틱 함수 :    


 
 

 

로그함수 :      
ln  

  :      ; 관측치

 :   의 기대치

  :   의 예측치

곡선모형에서 상수항은 포함시킬 수도 있고, 제외시

킬 수도 있다. 로지스틱 모델과 같은 비선형모형은 로

그변환에 의해 선형모델 형태로 표현 가능한 것으로 

가정한다. 로그변환을 통한 선형모델은 다음과 같다.

(로지스틱 함수(상한선 제외모형)) :

ln

   ln    ln     

 ∼           …  

(로그함수) :

     ln    

 ∼           …  

시계열 분석은 Box & Jenkins유형의 ARIMA 모델을 

적용하였다(Hanke & Wichern, 2008). ARIMA는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의 약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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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된 시계열 자료가 서로 상관관계를 갖고, 자기상

관관계의 정확한 형태가 되는 과거 시계열 자료로 미

래의 수치를 예측할 수 있다는데 근거한다(Yu, 2012). 

이 방법에서는 관측된 시계열 자료를 자기상관관계와 

상관관계를 가진 관측된 시계열 자료를 관측되지 않은 

상관관계가 없는 오차항과 일치시키는 것이다(Nam 등, 

1997). ARIMA모델 구성하기 위한 단계에서 첫째는 설

정(Specification or Identification)이다. 설정은 적정한 모

델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즉 차수를 결

정하거나, 각 유형에서 필요한 모수의 개수를 결정하

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자료를 간단하게 도표화

하거나, 표본자기상관 또는 표본부분자기상관을 보고 

결정한다. 두 번째 단계는 추정으로, 설정을 통해 결정

된 모델의 추정치를 계산한다. 마지막 단계는 추계인

데 장래의 특정 기간의 자료를 예측하는 것이다. 마지

막으로 설정된 모델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정해야 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모수의 절약, t-ratios나 잔차

의 검토를 통해서 모델의 타당성을 검정하는 것이다

(Yu, 2012).

본 연구는 물리치료사 수요추계를 위해 첫째, 선형

모형에서 기하평균을 적용한 평균증가율방법을, 둘째, 

곡선모형 중에서는 곡선회귀분석에서 상한선을 두지 

않은 로지스틱 함수모델과 추가적으로 의료이용추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면서 완만하게 증가하는 로

그함수모델을 추가하였고, 셋째, 시계열분석에서는 

ARIMA 모델을 사용하였다.

모델의 적합도와 타당도를 나타내는 통계량으로 곡

선모형인 로지스틱 함수 및 로그함수 모형의 타당도를 

판단하는 R-square와 모델 검정의 유의성(significance)을 

확인하였다. ARIMA모델에서도 역시 최적 모형을 선정

하기 위해 자기상관함수(ACF), 부분자기상관함수

(PACF)로 모형을 식별하고, 검정통계량으로는 Box와 

Ljung의 모든 잔차 자기상관함수를 근거로 한 검증통

계량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최적 모형의 차수를 결정

하기 위해 SBC(Schwarz‘s Bayesian criterion) 또는 BIC

(베이지안 정보기준)를 보았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ARIMA분석에서 최적의 모형을 결정하는 과정은 다음

과 같다. 우선, 의료이용 시계열 자료가 정상성

(stationary)을 만족하는지 순차도표를 통해 고려하였다. 

정상성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만족할 때까지 차분

(difference)해서 정상시계열 자료로 변형시켜 분석한 

다음, 결과에 대해 잔차자기상관함수의 Box-Ljung 통계

량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였다. 이 경우 모든 

Lag에서 유의성을 보고 차수를 결정한다. 다음으로 모

형의 시차를 결정하기 위해 자기상관함수, 부분자기상

관함수와 SBC 또는 BIC 값이 가장 작은 차수를 판단

하여 p와 q를 결정하고, 각 추계결과의 모형의 설명력

으로 R-square를 참조하였다.

일반적으로 의료이용의 추세는 의료이용량이 무한하

게 증가할 수 없는 점과 우리나라의 의료이용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선형 추세보다는 비선형 추세가 더 적합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곡선회귀모형에서 

로지스틱 함수의 경우, 오른쪽으로 누워있는 S자 형태

를 보이는데, 이 때 10년치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목

표연도까지의 추세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구간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곡선모형에서 로그함수의 경우는 증가율이 완만한 형

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이용 

증가 상황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시계열분석에서 

ARIMA모델의 적절한 모형을 선정하는 방법이라고 판

단된다.

따라서 의료이용량 추세를 추계하는 4가지 방법 중

에서 곡선모형에서 로그함수와 시계열분석에서 

ARIMA모델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로그함수와 

ARIMA모델의 추계치가 크게 차이나지 않고 비슷한 

경향을 가지고 있지만, 로그함수는 증가추세가 완만한 

형태로 지속될 것이라는 연구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개

입되어 있으므로 시계열분석에서 ARIMA모델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2. 수급추계 자료 및 가정1)

1) 연구자료

물리치료사 공급추계를 위해 사용된 자료는 보건복

지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교육인적자원부, 국가고시

1) 한국보건의료인력국가시험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 2015~2030 연구보고서’에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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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등으로부터 물리치료사 연도별 입학정원, 졸업자 

수, 취업자 수, 면허등록 현황, 국가고시 재응시자 수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물리치료사 수요추

계를 위한 자료로 입원 및 외래의료 이용에 관한 자료

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래인구 추계치는 통계청으

로부터 확보하였다.

2) 추계에 사용된 가정

공급추계에서 사용된 가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

규 배출 물리치료사의 n년도 대학 입학생의 수치 자료

가 명확하지 않아 입학정원과 입학 외 정원을 포함하

여 대학 입학생 수로 간주하였다. 또한 졸업생 수치에 

대한 자료 역시 불명확하여, 졸업생 수는 휴학, 복학, 

퇴학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입학정원과는 다른 양

상을 보일 수 있지만 n-4(3)년도의 입학정원이 모두 졸

업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국가고시 응시자의 경우는 

n-(1)년도 시험 불합격자와 n년도 졸업자가 모두 응시

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둘째, 손실 물리치료사 수는 

사망자, 은퇴자, 해외 이주자의 합으로 계산되며, 본 

연구에서 물리치료사 인력의 사망률은 연령별 사망률

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2012년까지 61세 이상 해당하

는 의료인력 중에서 비활동자를 은퇴자로 일시에 제외

하고, 향후 목표연도까지는 61세 이상 인력을 제외한 

가용인력 중에서 60세의 비율을 은퇴비율로 적용하였

다. 물리치료사 인력의 해외이주자도 2012년까지의 해

외이주자는 제외하였고, 향후 목표연도까지의 해외 이

주율은 최근 5년간 한해 배출되는 인력 중에서 평균 

해외 이주율을 추정하여 적용하였다. 이러한 가정 하

에 본 연구에서는 면허등록 의료인력, 가용의료인력, 

활동의료인력, 그리고 임상부문과 비임상 부분의 의료 

인력을 추계하였다. n년도의 의료 인력은 n-1연도의 의

료 인력수에 n년도의 의료인력 증가수를 더하고 n년도

의 손실 의료 인력수를 제외하면 된다.

수요를 추계하는데 사용된 가정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목표연도의 인구는 연령별 전체 의료이용의 차이

를 반영하는 연령가중치가 적용된 보정 인구수를 적용

하였다. 이때 장래추계인구수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

료를 이용하였고, 물리치료건수의 가중치는 2012년 건

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 자료를 협조 받아 재분석하여 

산출한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둘째, 물리치료건수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대상자의 

인구 1인당 외래물리치료건수와 입원 물리치료건수 자

료를 사용하여 평균증가율방법과 곡선추정회귀모형

(Curve Estimation Regression Model)에서 로지스틱 함수

와 로그함수를 적용한 방법과 시계열 분석방법에서 

ARIMA모형을 적용한 방법으로 목표연도의 1인당 의

료이용량을 추정하였다. 셋째, 물리치료사의 생산성인 

물리치료사 1일 물리치료건수는 2012년 이용량을 적용

하여 265일 근무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으며, 

물리치료사 1인당 물리치료건수는 54.34으로 추정되었

다. 그리고 물리치료사들의 치료일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265일과 255일을 적용하

였다2). 넷째, 의료인력 수요 추계시 입원환자의 서비스 

수요량을 외래환자 서비스수요량으로 환산하는데 있어

서는 입원환자와 외래환자에 투입되는 의료 인력의 노

력과 시간의 상대적 비율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물리

치료건수는 입원환자와 외래 환자 간 차이를 두지 않

았다.

Ⅲ. 결 과

물리치료사는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계 및 기구치료, 마사지, 기능훈련, 교정운동 및 재

활에 필요한 기기, 약품의 사용관리 기타 물리요법적 

치료업무에 종사한다고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물

리치료서비스의 주요 대상은 사고나 질병, 또는 선천

적 요인 등에 의해 부상을 당하거나 장애를 입은 사람

들로서 특히 장기간의 치료서비스를 요하는 장애인에

게 있어서 물리치료는 재활의 필수과정이다. 즉 물리

치료사는 장애인을 위하여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양질

의 치료를 시행하여 이차적인 기형이나 잔류능력 손실

이 뒤따르지 않게 하여 줌으로써 장애인이 일상생활 

동작 및 사회생활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역

2) 진료가능일수는 법정 공휴일, 일요일, 토요일, 등을 감안할 경우 약 265일이며, 박현애 외(1990)의 연구도 이 수치의 사용을 지지

하고 있으며, 문혁수(1994)도 여기에 학술대회나 학회 참석 등의 휴진일수를 감안하여 255일을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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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하는 것이다. 이장에서는 현재의 물리치료사 수

급현황을 파악하고 장래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여 앞

으로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균형을 이룰 것인가를 파

악하여 물리치료사 인력수급정책의 기초자료를 제시하

고자 한다.3)

1. 인력 공급분석 및 공급추계

1) 공급분석

2013년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시험응시자수는 4,050

명이며 이 중 3,473명이 시험에 합격하여 85.8 %의 합

격률을 보였다(Table 1). 2013년 말 전체 면허등록자는 

48,019명으로 2005년의 15,896명에 비하여 약 2.02배 

증가하였다. 한편 2013년 물리치료사 관련학과 입학정

원은 3년제 2,200명과 4년제 1,835명으로 총 입학정원

은 4,035명이다(Table 2). 정원외 입학은 4년제와 3년제

를 합하여 총 773명이다.

2) 공급추계

물리치료사 공급추계유형은 기초추계방법을 사용하

였고, 추계방법으로는 인구학적인 방법과 유입유출방

법을 적용하였다. 앞서 언급한 추계가정들과 기초자료

를 적용한 2030년까지의 물리치료사 인력 추계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면허등록자에서 사망자와 해외

이주자 그리고 은퇴자를 제외한 가용인력은 2015년에 

51,412명, 2020년에 75,510명, 2025년에 99,382명, 2030

년에 121,651명으로 나타났다. 임상인력과 비임상 인력

을 합한 활동인력공급은 2015년에 37,407명, 2020년에 

54,941명, 2025년에 72,311명, 2030년에 88,513명으로 

전망된다.

Year No. of applicants
No. of applicants 

accepted
Rate of exam pass

No. of accumulated 
applicants accepted

2005 2,818 2,492 88.4 25,587
2006 2,761 2,435 88.2 28,020
2007 2,771 2,417 87.2 30,438
2008 2,930 2,517 85.9 32,955
2009 3,074 2,362 76.8 35,317
2010 3,479 3,110 89.4 38,427
2011 3,451 2,811 81.5 41,238
2012 3,898 3,308 84.9 44,546
2013 4,050 3,473 85.8 48,019

Source : 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nstitute, 2013

Table 1. Annual status of successful and licensed registrants of physical therapists by year   (Units: person; %)

Year
4-year college 3-year college

Admission quota Other than quota Admission quota Other than quota
2005 810 46 1,760 100
2006 960 55 1,880 107
2007 1,000 57 1,940 111
2008 990 118 1,910 503
2009 1,100 158 1,990 751
2010 1,320 226 2,030 772
2011 1,400 216 2,070 722
2012 1,535 243 2,100 719
2013 1,835 202 2,200 571

Source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3

Table 2. Current status of training related departments of physical therapists    (Unit : person)

3) 한국보건의료인력국가시험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 2015~2030 연구보고서’에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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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력수요분석 및 수요추계

1) 수요분석

물리치료사의 의료보장종류별 연령별 물리치료건수 

가중치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Table 4). 25-34세를 기

준으로 살펴보면, 건강보험 외래의 경우 65-74세 연령

층은 8.9배, 75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는 의료이용이 

8.7배 높았다. 건강보험 입원의 경우 65-74세 연령층은 

7.8배, 75세 이상 연령층은 11.4배의 의료이용을 보였

다. 의료급여의 경우 외래와 입원 모두 연령층이 높아

질수록 상대적으로 의료이용 가중치가 높아지다가 외

래는 75세 이상, 입원은 65세 이상에서 낮아지고 있다.

Year Licensed supply  Available supply  Active supply Clinical Nonclinical

2015 56,528 51,412 37,407 32,362 5,045

2020 81,070 75,510 54,941 47,531 7,410

2025 106,294 99,382 72,311 62,558 9,753

2030 131,519 121,651 88,513 76,575 11,938

Source: Study on mid-to long-term supply and demand of healthcare workforce: 2015-2030. Korea Institute for Health & Social Affairs; 

2016.

Table 3. Projection of the supply of physical therapists       (Unit: person)

Age group (year)
National Health Insurance Medical Care

Outpatient utilization Inpatient utilization Outpatient utilization Inpatient utilization

0-4 0.07 0.18 0.06 0.09

 5-14 0.24 0.07 0.20 0.07

15-24 0.29 0.20 0.20 0.09

25-34 0.38 0.36 0.43 0.65

35-44 0.64 0.56 0.85 1.05

45-54 1.15 1.33 1.23 1.66

55-64 1.78 1.92 1.60 1.83

65-74 3.39 2.81 1.72 1.24

75+ 3.29 4.09 1.33 1.18

Source: 2012 Health Insurance Review Agency’s internal data

Table 4. Weight and number of physical therapy tests by age and type of health insurance (2012)

물리치료사가 제공하는 외래에서 물리치료건수는 지

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은 3.5 %의 

감소율을, 의료급여는 2.1 %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Table 5). 입원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

년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물리치료건수가 2008년도

에 비해 각각 23.5 %, 8.3 %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의

료급여환자에 비해 건강보험환자의 입원 물리치료건수

증가율이 2.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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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National Health Insurance Medical Care

Outpatient utilization Inpatient utilization Outpatient utilization Inpatient utilization

2008 5.560 1.110 14.417 6.276

2009 5.433 1.211 15.182 6.295

2010 5.397 1.327 14.307 6.170

2011 5.367 1.321 14.454 6.435

2012 5.363 1.371 14.721 6.795

Notes: Outpatient utilization : No. of outpatient visits ; Inpatient utilization : Length of Stay
Source: 2012 Health Insurance Review Agency’s internal data

Table 5. Number of annual physical therapy per healthcare covered population

2) 수요추계

전체 물리치료사인력의 수요는 환자의 의료이용량인 

물리치료건수에 근거하여 추계한 임상물리치료사수요

와 교육‧행정‧연구 등에 종사하는 비임상 물리치료사 

인력 수요를 합산하여 산출된다. 먼저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임상 물리치료사인

력이 제공하는 의료이용으로부터 파생되는 임상물리치

료사 인력수요를 추계하고 이를 근거로 비임상 물리치

료사 인력수요를 추계한다.

 (1) 임상부문 물리치료사 수요

임상물리치료사의 경우 진료가능일수는 255일을 기

준으로 하였다(Table 6). 첫째, Curve Estimation 중 로

그함수 모형에 의한 수요추계결과를 살펴보면, 생산성

에 따라 2015년에 적게는 30,361명에서 많게는 45,542

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2030년에는 적게는 

99,777명에서 많게는 149,666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되었다(Table 7). 둘째, Logarithm 모형에 의한 수요추

계결과를 살펴보면, 생산성에 따라 2015년에 적게는 

27,507명에서 많게는 41,261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

었고, 2030년에는 적게는 52,006명에서 많게는 78,008

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었다(Table 8). 셋째, 

ARIMA 모형에 의한 수요추계결과를 살펴보면, 생산성

에 따라 2015년에 적게는 26,343명에서 많게는 39,514

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2030년에는 적게는 

50,703명에서 많게는 76,054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

었다(Table 9). 사용된 시나리오와는 무관하게 진료가

능일수를 265일을 기준으로 하면 255일에 비해 필요물

리치료사수가 3.8%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Working days (Clinical) 255 days 265 days

Year 2015 2020 2025 2030 2015 2020 2025 2030

Productivity scenario1 23,524 27,060 31,126 35,691 22,637 26,039 29,951 34,344

Productivity scenario2 25,663 29,520 33,956 38,936 24,695 28,406 32,674 37,466

Productivity scenario3 28,229 32,472 37,351 42,829 27,164 31,247 35,942 41,213

Productivity scenario4 31,366 36,080 41,501 47,588 30,182 34,719 39,935 45,792

Productivity scenario5 35,287 40,591 46,689 53,537 33,955 39,059 44,927 51,516

Source: Study on mid-to long-term supply and demand of healthcare workforce: 2015-2030. 
Korea Institute for Health & Social Affairs; 2016.

Table 6. Demand1 (Increase rate of geometric average): physical therapists    (unit: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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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days (Clinical) 255 days 265 days

Year 2015 2020 2025 2030 2015 2020 2025 2030

Productivity scenario1 30,361 44,399 66,031 99,777 29,215 42,723 63,540 96,012

Productivity scenario2 33,121 48,435 72,034 108,848 31,871 46,607 69,316 104,740

Productivity scenario3 36,433 53,278 79,238 119,733 35,058 51,268 76,247 115,214

Productivity scenario4 40,481 59,198 88,042 133,036 38,954 56,964 84,719 128,016

Productivity scenario5 45,542 66,598 99,047 149,666 43,823 64,085 95,309 144,018

Source: Study on mid-to long-term supply and demand of healthcare workforce: 2015-2030. Korea Institute for Health & Social Affairs; 

2016

Table 7. Demand2 (Logistic): physical therapists                                                    (unit: persons)

Working days (Clinical) 255 days 265 days

Year 2015 2020 2025 2030 2015 2020 2025 2030

Productivity scenario1 27,507 34,990 43,255 52,006 26,469 33,670 41,623 50,043

Productivity scenario2 30,008 38,171 47,187 56,733 28,876 36,731 45,407 54,593

Productivity scenario3 33,009 41,988 51,906 62,407 31,763 40,404 49,947 60,052

Productivity scenario4 36,677 46,654 57,673 69,341 35,292 44,893 55,497 66,724

Productivity scenario5 41,261 52,485 64,882 78,008 39,704 50,505 62,434 75,065

Source: Study on mid-to long-term supply and demand of healthcare workforce: 2015-2030. 

Korea Institute for Health & Social Affairs; 2016

Table 8. Demand3 (Logarithm): physical therapists       (unit: persons)

Working days (Clinical) 255 days 265 days

Year 2015 2020 2025 2030 2015 2020 2025 2030

Productivity scenario1 26,343 33,923 42,088 50,703 25,349 32,643 40,500 48,789

Productivity scenario2 28,737 37,007 45,914 55,312 27,653 35,611 44,181 53,225

Productivity scenario3 31,611 40,708 50,505 60,843 30,418 39,172 48,599 58,547

Productivity scenario4 35,123 45,231 56,117 67,603 33,798 43,524 53,999 65,052

Productivity scenario5 39,514 50,885 63,132 76,054 38,023 48,965 60,749 73,184

Source: Study on mid-to long-term supply and demand of healthcare workforce: 2015-2030. 

Korea Institute for Health & Social Affairs; 2016

Table 9. Demand4 (ARIMA): physical therapists   (unit: persons)

 (2) 비임상 물리치료사 수요

임상분야를 제외한 비임상 분야로는 교육‧행정‧연구 

등을 들 수 있는데, 먼저 임상물리치료사 수요추계결

과에 비임상 물리치료사 비율인 15.6 %(Oh, 2008)를 

적용한 비임상 물리치료사 수요추계결과, 임상 물리치

료사수요추계에서 사용한 진료가능일수 255일을 기준

으로 하였다(Table 10). 첫째, Curve Estimation중 로그

함수 모형에 의한 수요추계결과를 살펴보면, 2015년에 

적게는 4,733명에서 많게는 7,100명의 비임상 물리치료

사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고, 2030년에는 적게는 

15,555명에서 많게는 23,332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

다(Table 11). 그리고 활동일수가 265일 기준으로 2015

년에 적게는 4,555명에서 많게는 6,832명의 비임상 물

리치료사가 필요한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2030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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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게는 14,968명에서 많게는 22,452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둘째, Logarithm 모형에 의한 수요추계결

과를 살펴보면, 2015년에 적게는 4,288명에서 많게는 

6,432명의 비임상 물리치료사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나

타났고, 2030년에는 적게는 8,107명에서 많게는 12,161

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Table 12). 그리고 활동

일수가 265일 기준으로 2015년에 적게는 4,126명에서 

많게는 6,190명 필요한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2030년에

는 적게는 7,802명에서 많게는 11,702명이 필요할 것으

로 전망되었다. 셋째, ARIMA 모형에 의한 수요추계결

과를 살펴보면, 2015년에 적게는 4,107명에서 많게는 

6,160명의 비임상 물리치료사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나

타났고, 2030년에는 적게는 7,904명에서 많게는 11,856

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Table 13). 그리고 활동

일수가 265일 기준으로 2015년에 적게는 3,952명에서 

많게는 5,928명 필요한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2030년에

는 적게는 7,606명에서 많게는 11,409명이 필요할 것으

로 전망되었다.

Working days (Non-Clinical) 255 days 265 days

Year 2015 2020 2025 2030 2015 2020 2025 2030

Productivity scenario1 3,667 4,219 4,852 5,564 3,529 4,059 4,669 5,354

Productivity scenario2 4,001 4,602 5,294 6,070 3,850 4,428 5,094 5,841

Productivity scenario3 4,401 5,062 5,823 6,677 4,235 4,871 5,603 6,425

Productivity scenario4 4,890 5,625 6,470 7,419 4,705 5,413 6,226 7,139

Productivity scenario5 5,501 6,328 7,279 8,346 5,293 6,089 7,004 8,031

Source: Study on mid-to long-term supply and demand of healthcare workforce: 2015-2030. 

Korea Institute for Health & Social Affairs; 2016

Table 10. Demand1(increase rate of geometric average): Non-physical therapists      (unit: persons)

Working days (Non-Clinical) 255 days 265 days

Year 2015 2020 2025 2030 2015 2020 2025 2030

Productivity scenario1 4,733 6,922 10,294 15,555 4,555 6,660 9,906 14,968

Productivity scenario2 5,163 7,551 11,230 16,969 4,969 7,266 10,806 16,329

Productivity scenario3 5,680 8,306 12,353 18,666 5,465 7,992 11,887 17,961

Productivity scenario4 6,311 9,229 13,725 20,740 6,073 8,880 13,207 19,957

Productivity scenario5 7,100 10,382 15,441 23,332 6,832 9,991 14,858 22,452

Source: Study on mid-to long-term supply and demand of healthcare workforce: 2015-2030. 

Korea Institute for Health & Social Affairs; 2016

Table 11. Demand2 (Logistic): Non-physical therapists  (unit: persons)

Working days (Non-Clinical) 255 days 265 days

Year 2015 2020 2025 2030 2015 2020 2025 2030

Productivity scenario1 4,288 5,455 6,743 8,107 4,126 5,249 6,489 7,802

Productivity scenario2 4,678 5,951 7,356 8,844 4,502 5,726 7,079 8,511

Productivity scenario3 5,146 6,546 8,092 9,729 4,952 6,299 7,787 9,362

Productivity scenario4 5,718 7,273 8,991 10,810 5,502 6,999 8,652 10,402

Productivity scenario5 6,432 8,182 10,115 12,161 6,190 7,873 9,733 11,702

Source: Study on mid-to long-term supply and demand of healthcare workforce: 2015-2030. 

Korea Institute for Health & Social Affairs; 2016

Table 12. Demand3 (Logarithm): Non-physical therapists     (unit: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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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days (Non-Clinical) 255 days 265 days

Year 2015 2020 2025 2030 2015 2020 2025 2030

Productivity scenario1 4,107 5,288 6,561 7,904 3,952 5,089 6,314 7,606

Productivity scenario2 4,480 5,769 7,158 8,623 4,311 5,552 6,888 8,297

Productivity scenario3 4,928 6,346 7,874 9,485 4,742 6,107 7,576 9,127

Productivity scenario4 5,476 7,051 8,748 10,539 5,269 6,785 8,418 10,141

Productivity scenario5 6,160 7,933 9,842 11,856 5,928 7,633 9,471 11,409

Source: Study on mid-to long-term supply and demand of healthcare workforce: 2015-2030. 

Korea Institute for Health & Social Affairs; 2016

Table 13. Demand4 (ARIMA): Non-physical therapists  (unit: persons)

 (3) 총 물리치료사 수요

전체 물리치료사인력의 수요는 환자의 의료수요에 

근거하여 추계한 임상물리치료사인력 수요와 교육‧행
정‧연구 등에 종사하는 비 임상물리치료사 인력 수요

를 합산하여 산출된다. 합산된 물리치료사 인력수요는 

아래 표와 같다(Table 14). 진료가능일수는 255일을 기

준으로 하였다. 첫째, Curve Estimation중 로그함수모형

에 의한 수요추계결과를 살펴보면, 생산성에 따라 

2015년에 적게는 35,094명에서 많게는 52,641명이 필요

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2030년에는 적게는 155,332명에

서 많게는 172,998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Table 15). 둘째, Logarithm 모형에 의한 수요추계결과

를 살펴보면, 생산성에 따라 2015년에 적게는 31,796명

에서 많게는 47,693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2030년에는 적게는 60,113명에서 많게는 90,170명이 필

요할 것으로 전망되었다(Table 16). 셋째, ARIMA 모형

에 의한 수요추계결과를 살펴보면, 생산성에 따라 

2015년에 적게는 30,449명에서 많게는 45,674명이 필요

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2030년에는 적게는 58,607명에

서 많게는 87,910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었다(Table 

17). 한편 사용된 시나리오와는 무관하게 진료가능일수

를 265일을 기준으로 하면 255일에 비해 필요물리치료

사수가 3.8 %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Working days (Active) 255 days 265 days

Year 2015 2020 2025 2030 2015 2020 2025 2030

Productivity scenario1 27,192 31,279 35,978 41,255 26,166 30,099 34,621 39,698

Productivity scenario2 29,664 34,122 39,249 45,006 28,544 32,835 37,768 43,307

Productivity scenario3 32,630 37,535 43,174 49,506 31,399 36,118 41,545 47,638

Productivity scenario4 36,256 41,705 47,971 55,007 34,888 40,131 46,161 52,931

Productivity scenario5 40,788 46,918 53,968 61,883 39,249 45,148 51,931 59,548

Source: Study on mid-to long-term supply and demand of healthcare workforce: 2015-2030. 

Korea Institute for Health & Social Affairs; 2016

Table 14. Demand1(increase rate of geometric average): Total physical therapists      (unit: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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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days (Active) 255 days 265 days

Year 2015 2020 2025 2030 2015 2020 2025 2030

Productivity scenario1 35,094 51,320 76,325 115,332 33,770 49,384 73,445 110,980

Productivity scenario2 38,285 55,986 83,264 125,817 36,840 53,873 80,122 121,069

Productivity scenario3 42,113 61,584 91,590 138,398 40,524 59,260 88,134 133,176

Productivity scenario4 46,792 68,427 101,767 153,776 45,026 65,845 97,927 147,973

Productivity scenario5 52,641 76,980 114,488 172,998 50,655 74,075 110,168 166,470

Source: Study on mid-to long-term supply and demand of healthcare workforce: 2015-2030. 

Korea Institute for Health & Social Affairs; 2016

Table 15. Demand1 (Logistic): Total physical therapists  (unit: persons)

Working days (Active) 255 days 265 days

Year 2015 2020 2025 2030 2015 2020 2025 2030

Productivity scenario1 31,796 40,445 49,998 60,113 30,596 38,919 48,112 57,845

Productivity scenario2 34,686 44,122 54,544 65,578 33,377 42,457 52,485 63,103

Productivity scenario3 38,155 48,534 59,998 72,136 36,715 46,703 57,734 69,414

Productivity scenario4 42,394 53,927 66,664 80,151 40,794 51,892 64,149 77,126

Productivity scenario5 47,693 60,668 74,997 90,170 45,894 58,378 72,167 86,767

Source: Study on mid-to long-term supply and demand of healthcare workforce: 2015-2030. 

Korea Institute for Health & Social Affairs; 2016

Table 16. Demand1 (Logarithm): Total physical therapists    (unit: persons)

Working days (Active) 255 days 265 days

Year 2015 2020 2025 2030 2015 2020 2025 2030

Productivity scenario1 30,449 39,212 48,649 58,607 29,300 37,732 46,813 56,395

Productivity scenario2 33,217 42,776 53,072 63,935 31,964 41,162 51,069 61,522

Productivity scenario3 36,539 47,054 58,379 70,328 35,160 45,278 56,176 67,674

Productivity scenario4 40,599 52,282 64,865 78,143 39,067 50,309 62,418 75,194

Productivity scenario5 45,674 58,817 72,974 87,910 43,950 56,598 70,220 84,593

Source: Study on mid-to long-term supply and demand of healthcare workforce: 2015-2030. 

Korea Institute for Health & Social Affairs; 2016

Table 17. Demand1 (ARIMA): Total physical therapists   (unit: persons)

3. 인력수급비교 분석

1) 평균증가율

평균증가율을 적용한 수요시나리오 하에서 진료일수 

시나리오와 생산성의 시나리오에 따라 물리치료사는 

2015년에 1,151명 ~ 11,241명의 공급과잉에서 1,842명 

~ 3,381명의 공급부족 현상이, 그리고 2030년에는 

26,630명 ~ 48,815명의 공급과잉까지 다양한 수급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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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고 있다(Table 18, Fig 3, Fig 4). 2012년 생산성

을 기준으로 한 ‘생산성 시나리오 3' 하에서는 진료일

수에 따라 물리치료사는 2015년에 4,777명 ~ 6,008명의 

공급과잉을 보이며, 2030년에는 39,007명 ~ 40,875명의 

공급과잉현상이 전망된다.

Demand Method Demand Scenario 1: Applied by increased rate of geometric average
Working days 255 265

Year 2015 2020 2025 2030 2015 2020 2025 2030
Supply 　

Licensed 56,528 81,070 106,294 131,519 56,528 81,070 106,294 131,519
Available 51,412 75,510 99,382 121,651 51,412 75,510 99,382 121,651

Activity(A) 37,407 54,941 72,311 88,513 37,407 54,941 72,311 88,513
Demand(B) 　

Productivity scenario1 27,192 31,279 35,978 41,255 26,166 30,099 34,621 39,698
Productivity scenario2 29,664 34,122 39,249 45,006 28,544 32,835 37,768 43,307
Productivity scenario3 32,630 37,535 43,174 49,506 31,399 36,118 41,545 47,638
Productivity scenario4 36,256 41,705 47,971 55,007 34,888 40,131 46,161 52,931
Productivity scenario5 40,788 46,918 53,968 61,883 39,249 45,148 51,931 59,548

Difference (A-B) 　
Productivity scenario1 10,215 23,662 36,332 47,258 11,241 24,842 37,690 48,815
Productivity scenario2 7,743 20,819 33,062 43,508 8,863 22,106 34,543 45,206
Productivity scenario3 4,777 17,406 29,137 39,007 6,008 18,823 30,766 40,875
Productivity scenario4 1,151 13,236 24,339 33,506 2,519 14,810 26,150 35,582
Productivity scenario5 -3,381 8,023 18,343 26,630 -1,842 9,793 20,380 28,966

Source: Study on mid-to long-term supply and demand of healthcare workforce: 2015-2030. 

Korea Institute for Health & Social Affairs; 2016

Table 18. Demand Scenario 1: Applied by increased rate of geometric average     (unit: persons)

Fig 3. Demand Scenario 1: Applied by increased rate of geometric average-255 working days 

(Source: Study on mid-to long-term supply and demand of healthcare workforce: 2015-2030. 

Korea Institute for Health & Social Affairs; 2016)



오 영 호

물리치료사 인력의 수급전망과 정책방향  163

Fig 4. Demand Scenario 1: Applied by increased rate of geometric average-265 working days 

(Source: Study on mid-to long-term supply and demand of healthcare workforce: 2015-2030. 

Korea Institute for Health & Social Affairs; 2016)

2) Logistic 모형

Logistic모델을 적용한 수요시나리오 하에서 진료일

수 시나리오와 생산성의 시나리오에 따라 물리치료사

는 2015년에 567명 ~ 3,637명의 공급과잉에서 877명 ~ 

15,234명의 공급부족 현상이, 그리고 2030년에는 

22,467명 ~ 84,485명의 공급부족전망을 보인다(Table 

Demand Method Demand Scenario 2: Logistic 
Working days 255 265

Year 2015 2020 2025 2030 2015 2020 2025 2030
Supply 　

Licensed 56,528 81,070 106,294 131,519 56,528 81,070 106,294 131,519
Available 51,412 75,510 99,382 121,651 51,412 75,510 99,382 121,651

Activity(A) 37,407 54,941 72,311 88,513 37,407 54,941 72,311 88,513
Demand(B) 　

Productivity scenario1 35,094 51,320 76,325 115,332 33,770 49,384 73,445 110,980
Productivity scenario2 38,285 55,986 83,264 125,817 36,840 53,873 80,122 121,069
Productivity scenario3 42,113 61,584 91,590 138,398 40,524 59,260 88,134 133,176
Productivity scenario4 46,792 68,427 101,767 153,776 45,026 65,845 97,927 147,973
Productivity scenario5 52,641 76,980 114,488 172,998 50,655 74,075 110,168 166,470

Difference (A-B) 　
Productivity scenario1 2,313 3,621 -4,015 -26,819 3,637 5,557 -1,134 -22,467
Productivity scenario2 -877 -1,045 -10,953 -37,304 567 1,068 -7,811 -32,556
Productivity scenario3 -4,706 -6,643 -19,280 -49,885 -3,117 -4,319 -15,823 -44,663
Productivity scenario4 -9,385 -13,486 -29,456 -65,263 -7,619 -10,904 -25,616 -59,460
Productivity scenario5 -15,234 -22,039 -42,177 -84,485 -13,248 -19,134 -37,857 -77,957

Source: Study on mid-to long-term supply and demand of healthcare workforce: 2015-2030. 

Korea Institute for Health & Social Affairs; 2016

Table 19. Demand Scenario 2: Logistic                (units : days,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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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Fig 5, Fig 6). 2012년 생산성을 기준으로 한 ‘생산

성 시나리오 3' 하에서는 진료일수에 따라 물리치료사

는 2015년에 3,117명 ~ 4,706명의 공급부족 전망을 보

이며, 2030년에는 44,663명 ~ 49,885명의 공급부족현상

이 전망된다.

Fig 5. Demand Scenario 2: Logistic-255 working days (Source: Study on mid-to long-term supply and 

demand of healthcare workforce: 2015-2030. Korea Institute for Health & Social Affairs; 2016)

Fig 6. Demand Scenario 2: Logistic-265 working days (Source: Study on mid-to long-term supply and 

demand of healthcare workforce: 2015-2030. Korea Institute for Health & Social Affair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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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ogarithm 모형

로그함수를 적용한 수요시나리오 하에서 진료일수 

시나리오와 생산성의 시나리오에 따라 물리치료사는 

2015년에 692명 ~ 6,811명의 공급과잉에서 748명 ~ 

10,286명의 공급부족 현상이, 그리고 2030년에는 1,656

명의 공급부족에서 1,746명 ~ 30,669명의 공급과잉까지 

다양한 수급전망을 보이고 있다(Table 20, Fig 7, Fig 

8). 2012년 생산성을 기준으로 한 ‘생산성 시나리오 3' 

하에서는 진료일수에 따라 물리치료사는 2015년에 692

명의 공급과잉에서 748명의 공급부족까지 다양한 수급

전망을 보이며, 2030년에는 16,378명 ~ 19,100명의 공

급과잉현상이 전망된다.

Demand Method Demand Scenario 3: Logarithm 
Working days 255 265

Year 2015 2020 2025 2030 2015 2020 2025 2030
Supply 　

Licensed 56,528 81,070 106,294 131,519 56,528 81,070 106,294 131,519
Available 51,412 75,510 99,382 121,651 51,412 75,510 99,382 121,651

Activity(A) 37,407 54,941 72,311 88,513 37,407 54,941 72,311 88,513
Demand(B) 　

Productivity scenario1 31,796 40,445 49,998 60,113 30,596 38,919 48,112 57,845
Productivity scenario2 34,686 44,122 54,544 65,578 33,377 42,457 52,485 63,103
Productivity scenario3 38,155 48,534 59,998 72,136 36,715 46,703 57,734 69,414
Productivity scenario4 42,394 53,927 66,664 80,151 40,794 51,892 64,149 77,126
Productivity scenario5 47,693 60,668 74,997 90,170 45,894 58,378 72,167 86,767

Difference (A-B) 　
Productivity scenario1 5,611 14,496 22,312 28,400 6,811 16,022 24,199 30,669
Productivity scenario2 2,721 10,819 17,767 22,935 4,030 12,484 19,825 25,410
Productivity scenario3 -748 6,407 12,313 16,378 692 8,238 14,577 19,100
Productivity scenario4 -4,987 1,014 5,646 8,362 -3,387 3,049 8,162 11,387
Productivity scenario5 -10,286 -5,727 -2,687 -1,656 -8,487 -3,437 143 1,746

Source: Study on mid-to long-term supply and demand of healthcare workforce: 2015-2030. 

Korea Institute for Health & Social Affairs; 2016

Table 20. Demand Scenario 3: Logarithm                          (units : days, persons)

Fig 7. Demand Scenario 3: Logarithm- 255 working days (Source: Study on mid-to long-term supply 

and demand of healthcare workforce: 2015-2030. Korea Institute for Health & Social Affair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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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Demand Scenario 3: Logarithm- 265 working days (Source: Study on mid-to long-term supply 

and demand of healthcare workforce: 2015-2030. Korea Institute for Health & Social Affairs; 2016)

4) ARIMA 모형

ARIMA모델을 적용한 수요시나리오 하에서 진료일

수 시나리오와 생산성의 시나리오에 따라 물리치료사

는 2015년에 868명 ~ 8,107명의 공급과잉에서 1,660명 

~ 8,267명의 공급부족 현상이, 그리고 2030년에는 603

명 ~ 32,118명의 공급과잉전망을 보인다(Table 21, Fig 

9, Fig 10). 2012년 생산성을 기준으로 한 ‘생산성 시나

리오 3' 하에서는 진료일수에 따라 물리치료사는 2015

년에 868명 ~ 2,247명의 공급과잉 전망을 보이며, 2030

년에는 18,185명 ~ 20,839명의 공급과잉현상이 전망된다.

Demand Method Demand Scenario 4: ARIMA 
Working days 255 265

Year 2015 2020 2025 2030 2015 2020 2025 2030
Supply 　

Licensed 56,528 81,070 106,294 131,519 56,528 81,070 106,294 131,519
Available 51,412 75,510 99,382 121,651 51,412 75,510 99,382 121,651

Activity(A) 37,407 54,941 72,311 88,513 37,407 54,941 72,311 88,513
Demand(B) 　

Productivity scenario1 30,449 39,212 48,649 58,607 29,300 37,732 46,813 56,395
Productivity scenario2 33,217 42,776 53,072 63,935 31,964 41,162 51,069 61,522
Productivity scenario3 36,539 47,054 58,379 70,328 35,160 45,278 56,176 67,674
Productivity scenario4 40,599 52,282 64,865 78,143 39,067 50,309 62,418 75,194
Productivity scenario5 45,674 58,817 72,974 87,910 43,950 56,598 70,220 84,593

Difference (A-B) 　
Productivity scenario1 6,958 15,729 23,662 29,906 8,107 17,209 25,497 32,118
Productivity scenario2 4,190 12,165 19,239 24,578 5,443 13,779 21,242 26,991
Productivity scenario3 868 7,887 13,932 18,185 2,247 9,663 16,135 20,839
Productivity scenario4 -3,192 2,659 7,445 10,371 -1,660 4,632 9,893 13,320
Productivity scenario5 -8,267 -3,876 -663 603 -6,543 -1,657 2,091 3,920

Source: Study on mid-to long-term supply and demand of healthcare workforce: 2015-2030. Korea Institute for Health & Social Affairs; 2016

Table 21. Demand Scenario 4: ARIMA                 (units : days,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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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Demand Scenario 4: ARIMA-255 working days (Source: Study on mid-to long-term supply and 

demand of healthcare workforce: 2015-2030. Korea Institute for Health & Social Affairs; 2016)

Fig 10. Demand Scenario 4: ARIMA-265 working days (Source: Study on mid-to long-term supply and 

demand of healthcare workforce: 2015-2030. Korea Institute for Health & Social Affairs; 2016)

수급비교결과 수급불균형의 방향과 정도는 물리치료

사 인력 수요추계에 사용한 의료이용증가율, 진료가능

일수, 물리치료사 생산성4) 가정에 따라 수급전망이 다

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의료이용량 증감률 시나리

4) 생산성은 정부의 정책과 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 시점에서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고려되지 않은 현재생산성을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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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과거 10년간의 의료이용증가 추세가 그대로 지속

된다는 평균증가율이나 급격히 증가하는 구간을 가진 

로지스틱함수보다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로그함수나 시

계열 분석의 ARIMA모델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의료

이용증가 추세를 인위적으로 가정한 로그함수를 적용

한 시나리오 보다는 시계열분석에서 ARIMA모델을 적

용한 모델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Oh, 2016).

Ⅳ. 고찰 및 결론

앞선 수급비교결과에 따른 수급전망에 의하면, 생산

성의 시나리오에 따라 물리치료사의 공급이 과잉되기

도 하고 부족하기도 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렇게 물

리치료사 수급비교 결과는 물리치료사 생산성 가정에 

따라 달라지지만, 어느 시나리오를 선택할 것인가는 

궁극적으로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 수급비교결과 수급불균형의 방향과 정도

는 물리치료사의 생산성과 물리치료사의 검사건수추세

의 시나리오에 따라 물리치료사 수급의 결과가 달라진

다.

앞선 수급비교 결과에 따른 수급전망에 의하면, 생

산성의 시나리오에 따라 물리치료사의 공급이 과잉되

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렇게 

물리치료사수급 비교 결과는 물리치료사 생산성 가정

에 따라 다소 달라지지만, 2012년 현재 생산성 하에서

는 2030년에 물리치료사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다소 

과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물리치료사에 대한 

수요전망은 향후 보건의료 환경변화 및 보건의료정책

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이는 다시 말하면, 노

인인구 수,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발생 수, 노인요양보

험제도 활성화 정도, 새로운 치료기계 또는 기술의 발

전 정도 등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물리치료사

에 대한 고용전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자

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산업사회가 복잡해지면서 환경오염이 증가하

여 만성질환,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이 증가 등으로 물

리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치료의학과 예방

의학의 발달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크게 

감소되고 있는 반면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입는 사람

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요인은 물리치료

사의 수요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노인환자

들의 특성상 증세 호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 및 방문재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필

요성이 크다. 이에 따라 서비스 제공 주체인 물리치료

사의 역할도 점점 증대되고 있다. 둘째, 인구의 고령화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의 부양 또는 요양이 

가족만의 책임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요양보험제도는 

물리치료사의 수요를 더욱 늘릴 것으로 보인다. 셋째, 

주 5일 근무로 레저 및 스포츠산업이 발달하면서 야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고, 외상환자 또한 

증가하고 있어 물리치료사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물리치료사 기계가 많이 사

용되고 있으나 기계를 이용한 치료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 치료사의 손으로 행하는 치료가 증가하고 

있어 물리치료사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다. 또한, 스포츠 및 한방 등의 분야로 진출 분야가 확

대될 것으로 보여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새로운 치료나 기술의 개발로 물

리치료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물리치료사의 수요가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Oh, 2016).

또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요양

시설이 늘어나고 있음도 물리치료사 수요의 견인 역할

을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17조 제 1항과 

관련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에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자 30인 이상이면 물리

(작업) 치료실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였다(2008년 7월 

1일 개정). 2009년에는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가 ‘장

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

의결했다.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노인요양시설이 간호

사, 물리치료사 등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급여수가를 3~10 % 가산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의 상태가 호

전(등급 하향)된 경우에는 1회당 50만원의 ‘등급개선장

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에 정원 및 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하거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을 5~30 % 감산

하게 된다(10월 1일 급여제공분부터 적용).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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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환경과 정책의 변화에 따라 물리치료사 수요

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현재의 인력 

공급과잉문제보다는 공급부족문제에 중점을 두고 정책

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Oh, 2016). 

최근 미국 노동 통계국(BLS)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물리치료사의 고용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모든 직

종의 평균보다 빠른 27 % 성장할 것으로 보고 했다. 

이러한 성장은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 이전에 치료

가 불가능한 장애 상태의 증가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 

기술의 진보, 물리치료사 치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새

로운 치료법 및 기술, 건강 증진에 대한 광범위한 관

심을 포함하는 여러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Bureau of 

Labor Statistics, 2007). 이러한 보건의료환경의 변화는 

물리치료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되지만, 물리치료사의 공급은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Zimbelman 등, 2010). 특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전문물리치료사제도의 도입의 필요성과 장기요양 재활

서비스 급여화 필요성 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재

가 장애인·노인들의 재활을 담당할 지역사회재활 프로

그램이 활성화되면 물리치료사들의 수요가 늘어날 것

이고, 특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물리치료사 보

급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물리치

료서비스 인프라는 취약하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에 

맞는 재활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수준 높은 물리치료 

서비스제공, 그리고 물리치료사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에 중점을 두는 보건의료정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Oh,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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