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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재활·요양병원 환자의 사회적 입원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작업치료사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작업치료사들의 관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활 서비스 평가 도구 RSAT를 기반으로 주관식 설문지

를 구성하였고, 2019년 8월 전국 3년차 이상의 작업치료들에게 설문지를 배포 및 수거하였다. 설문지의 

응답자료를 van Kaam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고, 유효 세부서술에 대해 Word cloud로 

다빈도 단어를 분석하였다. 

결과 : 배포한 설문지는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에서 46명의 작업치료사들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설문지의 

응답자료는 2개의 범주(categories)와 4개의 주제(theme), 13개의 하위주제(subtheme)로 분석되었다. 2개 

범주는 ‘병원의 체계’와 ‘작업치료 임상의 내·외부적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병원의 체계’에 따른 주제는 

‘다학제 팀 접근의 어려움’과 ‘퇴원계획 체계의 미흡’으로 나타났다. ‘작업치료 임상의 내·외부적 요인’에 

따른 주제로는 ‘작업치료사의 어려움’과 ‘작업치료 실시의 어려움’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 작업치료사들은 재활·요양병원 환자들의 지역사회 복귀가 어려운 가장 큰 원인이 합리적이지 못한 

작업치료 관련 요양급여체계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퇴원 및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작업치료 서비스 

체계의 미흡함 역시 환자들로 하여금 퇴원하지 못하고 결국 다시 병원으로의 입원을 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었다. 향후 작업치료 처방 및 의료 급여 체계를 환자의 재활 목적에 맞도록 

다면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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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관련 

진료과목을 갖춘 병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특

히 재활·요양병원의 경우 2008년 1,332개에서 2016년 

3,136개로 약 2배 이상 증가하였고, 노인 인구 1,000명

당 재활·요양병원 병상 수는 33.4개로 OECD 평균과 

비교하여 7.6배 정도가 높다(이정택, 2017). 요양병원

은 의료법에 근거하여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병원

으로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 기간에 있는 자 등을 입원 대상으로 규정

하고 있다(법제처, 2019). 이정택(2017)은 재활·요양병

원과 환자 수의 증가세는 단순히 노인인구 증가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는 요양원과 같은 요양 시설에 

입소해야 할 대상자들이 입소 요건인 요양등급 1~2등

급 인정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감사원

(2013)은 요양을 담당하는 기관이 심사절차 없이 신고

만으로 개설이 가능하여 공급과잉에 의한 환자 유치 

경쟁으로 환자 수가 증가한 면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자기관리나 간병 등 보살핌이 

필요한 노인이 요양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보았다. 

‘재활난민’이란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지속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를 일컫는다. 이처럼 

우리사회는 ‘재활난민’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환자들의 여러 병원의 입·퇴원 반복 현상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a). 학계에서

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환자들이 사회, 경제적 이유로 

지속적인 입원하고 있다고 하여 ‘사회적 입원’이라고 

명명하고 있다(Oh, 2005). 사회적 입원의 증가는 국민

건강보험의 지출을 증가시켜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

시킨다. 요양병원 진료비는 2008년 9천 9백억 원에서 

2016년 4조 7천억 원으로 4.7배 증가하였으며(이정택, 

2017), 이는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수치에 비해 

현저히 높다. 지속적 병원 입원은 의료비뿐만 아니라 

돌봄 제공, 보호자의 고립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입원한 개인에게는 삶의 질 저하와 노동력 

상실 등의 가치 결함을 가져오기도 한다(감사원, 

2013; 이정택, 2017; Jeon, Kim & Kwon, 2016). 정부

는 이러한 사회적 입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

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 ‘병원 평가 및 적정 

입원 급여 평가’ 등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건강보험

심사평가원, 2018b). 그러나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자의 사회적 입원 현상에 대한 

원인을 재활·요양병원 작업치료사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재활·요양병원에서 작업치료사는 환자

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면하며 환자의 기능회복과 

퇴원 및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활전문 인력으로 임상 현장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현재 사회적 입원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입원의 

문제를 제도나 체계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작업치료사

만의 차별화된 시각으로 환자들의 퇴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불필요하게 지속되

는 입원 현상의 원인과 지역사회 복귀의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자 함에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입원

‘사회적 입원’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

령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에서 사용되었으며, 

Oh(2005)의 일본 노인 의료비 관련 연구에서 처음으로 

국내에 소개되었다. 이후 2013년 감사원의 ‘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시책 추진실태’보고서에서 사회적 입원

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감사원, 2013). 

보고서에 의하면 요양병원에 입원한 신체기능저하군 

환자 중 의료적 처치가 없는 환자를 ‘사회적 입원 환자’

로 정의하고,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신체기능저하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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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95명 중 의료 처치가 거의 없는 환자 31,075명을 

‘사회적 입원 환자’로 제시하였다(감사원, 2013). 

이러한 사회적 입원의 원인을 규명하고자하는 다양

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정은영, 정승원 과 서영준

(2013)은 지속적인 병원 입원의 발생 요인으로 장기 

요양 시설 및 가정 케어 서비스의 부족, 가족간병 지원

의 부족, 돌봄 불안감, 장기 요양시설에 대한 신뢰 

부족 등을 확인한 바 있으며(정은영 등, 2013), Kang

과 Kim(2017)은 장기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연구에서 환자들이 병원생활을 지속하는 이유가 병원

에서 느끼는 심신의 편안해짐, 퇴원에 대한 두려움, 걱

정거리 해소, 새로운 관계 형성 등에 있음을 보고하였다

(Kang & Kim, 2017). 영국의 장기입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Challis, Hughes, Xie와 Jolley(2014)의 연구에 

의하면 지속적인 병원 입원이 사회적인 기반체계 보다

는 환자 개인의 인지능력 저하 또는 일상생활 의존율에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치료가 아닌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지속적 병원 입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병원과 지역사회연계 체계와 더불어 

지역사회 내 돌봄을 위한 적절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

며, 병원에서는 환자의 일상생활능력 향상 훈련과 퇴원

에 대한 계획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재활·요양병원에서 작업치료사의 역할

작업치료는 1900년대 초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작업

치료사의 역할은 작업을 통해서 대상자의 건강과 안녕

을 향상시키는 것에 있다(WFOT, 2012). 일찍이 대상자

의 건강을 위해서 작업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미국은 재활·요양병원(Rehabilitation unit or center)

에서는 작업치료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재활·

요양병원에서 실시하는 ‘작업’이라는 것은 퇴원 후 

일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화장실 가기, 먹기, 씻기, 

옷 입기, 단장하기 등과 같은 개인일상생활(Personal 

activities of daily living)과 요리하기, 청소, 빨래 

등 필요한 필수 일상생활(Domestic actives of daily 

living), 장보기, 일하기, 운동 등과 같은 지역사회 생활 

활동(Community activities of daily living) 등을 일컫는

다(Baker & Unsworth, 2015). 재활·요양병원 환자의 

대부분은 노화나 신체 또는 인지적 결함으로 인하여 

이러한 활동들을 잘 수행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작업치료사들은 환자들이 이러한 작업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하거나 필요한 보조도구 등을 

활용하여 작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Baker 

& Unsworth, 2015) 환자의 퇴원과 지역사회 복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한국 작업치료사의 역할은 제도 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중재의 범위로 규정된다. Yoo 등

(2016)에 의한 작업치료사 업무 범위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작업치료사가 수행하

는 업무 내용에는 감각훈련, 활동훈련, 작업적 일상

생활훈련, 인지재활치료, 삼킴장애재활치료, 상지

보조기 제작 및 훈련, 작업수행분석 및 평가, 그 밖의 

작업요법적 훈련ㆍ치료를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치료

의 종류에 따른 작업치료사의 역할 규정은 대상자의 

‘작업’ 중심이라기보다는 치료사의 행위를 기준으로 한 

제도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다. 이러한 한국 작업치료사

의 업무범위와 제한된 역할의 원인을 보험급여 체계에

서 찾을 수 있다. 건강보험요양급여에서 작업치료 항목

을 살펴보면 단순작업치료, 복합작업치료, 특수작업치

료, 일상생활동작 훈련, 연하치료 등으로 그 내용이 매우 

제한적이며, 중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건강보험심

사평가원, 2019). 이러한 이유로 재활·요양병원에서 작

업치료사들은 치료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만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작업치료사의 본래 역할인 환

자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노력하

고 있지만, 여전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Park & Kim,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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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배경

2019년 6월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주관으로 1명의 작

업치료학과 교수, 1명의 종합병원 작업치료사, 5명의 

재활 시범기관 작업치료사들이 정부의 재활의료기관 

지정 사업(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과 관련하여 작

업치료사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논의를 통해 

재활·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이 퇴원하지 못하는 사회적 

입원을 확인하였고 그 원인은 ‘일상생활훈련(치료)’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일상생활훈련이 현장

에서 잘 실행되지 않는 원인’에 대해 작업치료사를 대

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하였다. 2019년 6월 총 7개의 

재활·요양병원(서울, 경기, 강원, 경상, 제주)에서 일상

생활훈련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하였다. 그 

결과 작업치료사가 일상생활훈련 시행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외부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재활·요양병원 환자들의 사회복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적 입원 현상에 대해 작업치료

사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

였고, 이를 위해 질적연구 방법의 하나인 현상학적 연

구를 진행하였다.

2.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환자의 사회적 입원이라는 현상을 

인지할 수 있는 3년 이상 재활·요양병원 근무 경력이 

있는 작업치료사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 모집을 위해 

연구진은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편의 표집 방법으로 

병원 작업치료사에게 개별 연락을 취하여 연구 참여자

를 모집하고 주관식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이후 전국 

8개 재활·요양병원 작업치료사 46명으로부터 설문지

를 회수하였다. 설문 내용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의 근무 병원, 성별, 나이, 경력 등과 관련한 

개인 정보를 일체 수집하지 않았다.

3. 주관식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관식 설문지는 WHO의 보건

체계 구축 이론을 기반으로 개발된 재활 서비스 평가 

도구 ‘Rehabilitation Service Assessment Tool’(RSAT)

을 바탕으로 설계되었다(Gutenbrunner & Nugraha, 

2018). RSAT는 국가 재활 시스템을 평가하는 도구로 

1) 재활서비스의 전달 체계, 2) 재활전문 인력, 3) 재활

서비스의 정보 전달 체계, 4) 필요한 치료와 재활의 

접근성, 5) 보험체계, 6) 정부의 제도와 체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RSAT의 구성 항목을 

바탕으로 설계된 설문지를 통해 작업치료사의 관점에

서 우리나라 재활·요양병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함

으로써 환자들의 사회적 입원 문제를 규명하고자 하였

다. 설문지의 세부적인 내용 구성을 위해 재활·요양병

원 5년차 이상의 관리자급 작업치료사 연구진 5명

이 참여하여 수정·보완하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작업치료사가 인식하는 재활·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문제의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van 

Kaam(1966)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van 

Kaam의 연구 방법은 전체 연구 참여자의 공통적인 

생각을 도출하고 이를 분석한 후 주제(theme)와 범주

(category)로 분류한다는 측면에서 Colaizzi의 연구 방

법과 유사하다(Anderson & Eppard, 1998). 그러나 연

구진은 van Kaam 방법이 연구 참여자가 진술한 내용의 

빈도와 우선순위를 찾아내는 양적인 조사의 특성도 갖

추고 있어 40명 이상의 서면 설문지를 활용하는 본 

연구에 적용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van Kaam

의 연구 방법은 부주제(subtheme)를 먼저 선정하는 특

징이 있다. 그 후에 부주제를 다시 통합하여 ‘범주–주제

-부주제’의 형식으로 분류한다. 분류한 내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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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은 연구 참여자의 표현이 아닌 연구자의 정련된 

언어로 서술할 수 있다(Cho, Kim, & Martinson, 1992; 

Seol, 2009)

본 연구에서는 van Kaam이 제시한 면담 분석방법을 

설문지를 활용한 방법으로 수정하여 다음의 절차에 따

라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로 연구책임자는 설

문 답변 파일에 기재된 내용을 여러 번 읽으며 참여자들

의 기술 내용을 확인하였다. 2단계에서는 기록된 내용 

중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 있고, 의미있는 진술을 

추출하였다. 관련이 없는 내용은 따로 모아 두었다가 

추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이후 관련 없

는 내용은 제거하였다. 3단계에서는 추출한 내용을 4명

의 연구진이 각자 나누어 ‘공감하거나’, ‘진술이 반복되

는 내용’,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형광펜으로 

표시하도록 하였고, 이후 2명의 연구진이 표시된 의미 

있는 진술들에서 공통적인 속성을 가진 진술을 추출하

여 부주제로 선정하였다. 비슷한 부주제는 주제로 다시 

묶은 후 그 의미를 모아 범주화하였고, 각 주제와 부주

제들의 빈도를 기록하였다. 4단계에서는 범주화 자료, 

주제와 부주제를 바탕으로 분석과 통합의 과정을 거쳐 

최종 현상에 대한 분석을 마무리하였다. 

추가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기술한 내용에 대하여 

Word cloud 분석을 실시하였다. Word cloud 분석을 

위해 ATLAS.ti 8 소프트웨어(https://atlasti.com/)를 

사용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의 기술 내용 중 추출된 

‘의미있는 진술’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및 질적연구의 타당성 확보를 위

한 노력

연구책임자는 2018년 11월 28일 한국보건복지인력

개발원에서 실시한 ‘IRB 입문과정’을 수료하였다. 설문

지를 배포하여 연구 참여자의 응답 내용을 분석하는 

본 연구의 특성상 연구 참여자들은 공동연구진들의 지

인 또는 지인의 소속 병원 작업치료사들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작업치료사들의 개인 정보 보호와 

경험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취합하기 위하여 이름, 나

이, 성별, 경력, 근무병원명을 밝히지 않도록 하였고, 

파일로 취합된 응답 파일은 지역별로 분류하여 병원 

식별이 되지 않도록 처리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를 통해 책임 연구자 및 공동연구자 모두 답변서에 

대한 개인 식별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책임연구자와 

공동연구자 중 1인은 대학원 박사 과정에서 질적연구 

수업을 함께 수강하였으며 해당 지식을 바탕으로 연구

를 진행하였다. 공동연구자들은 모두 5년 이상의 병원 

경력을 갖추고 있으며 대부분 작업치료실 팀장 이상의 

직급으로 본 연구 주제에 대해 충분한 경험을 통해 

공감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작업치료사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에 있

는 ‘대한작업치료사협회’의 연구비 지원을 통해 실시되

었으며 책임 연구자를 제외한 6명의 연구진은 대한작

업치료사협회 등록된 작업치료사들이다. 

연구자들은 각 단계에서 질적연구의 타당성을 높

이기 위하여 Guba와 Lincoln(1981)이 제안한 사실

적 가치(Truth value), 적용성(Applicability), 일관성

(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사실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내용에 대한 

주관을 배제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적용성 유지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 지역별로 5명 이상의 설문을 확보하

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에서 총 46건의 설문지를 확보하였다. 일관성을 유지하

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지속적으로 내용을 공유하고 

논의하였으며, 중립성 유지를 위하여 연구자 관점

을 ‘판단중지(Epoche)’하여 참여자들의 진술 내용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Ⅳ.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재활·요양병원 환자의 사회적 입원과 지

역사회복귀 어려움을 현상학적 연구 방법으로 작업치

료사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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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연구 참여자들의 46개의 설문지에 기술된 내용을 

전사하였고, 전사된 자료들을 van Kaam의 분석 과정

에 따라 분석하여 13개의 부주제, 4개의 주제, 2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Table 1). 2개 범주화의 내용은 

‘병원의 체계’와 ‘작업치료 임상의 내·외부적 요인’

으로 나타났으며 ‘병원의 체계’에 따른 주제는 ‘다학

제 팀 접근의 어려움’과 ‘퇴원계획 체계의 미흡’으로 

나타났다. ‘작업치료 임상의 내·외부적 요인’에 따른 

주제로는 ‘작업치료사의 어려움’과 ‘작업치료 실시

의 어려움’으로 나눌 수 있었다. 각 범주화의 주제에 

따른 유의미한 세부 기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병원의 체계

1) 다학제 팀 접근의 어려움

환자의 재활에 있어서 환자와 보호자를 포함한 전문

가들의 다학제 팀 접근이 중요한 것은 이미 입증된 

중요한 사실이다(Norrefalk, 2003).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작업치료사들에게는 재활·요양병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에 있어서 다학제 팀 접근이 아직 어렵다

고 인식하고 있다. 

가. 신체회복만을 원하는 환자의 태도(18)

그 첫 번째 요소로 환자의 태도를 들었다. 환자들 

대부분이 신체가 회복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환자가 원하는 치료는 10중에 9명은 기능 

회복을 말할 것입니다.”

“환자분이 Body function 증진만 원하셔서 이거나...”

“환자들은 대부분 신체적인 회복을 위한 치료를 요

구, 나으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

이러한 환자의 요구는 치료사와 환자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며, 부적절한 치료 목표설정과 치료 효율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환자가 원하는 치료적 접근법과 치료사가 원하는 

치료적 접근법이 달라서 부딪히거나 의견 충돌이 나는 

부분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 환자

가 원하는 치료가 되는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환자, 보호자와의 정보공유 부족으로 인한 협력

의 어려움(16)

다학제 팀 접근의 어려움은 환자 또는 보호자와의 

정보 공유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 중 하나이다. 

“재활 인력과 환자,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부족으로 

환자가 어떤 치료를 원하는지, 치료사가 제공하고 있는 

치료가 만족스러운 지의 여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 같고...”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에서 역시 환자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고 그렇다 보니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작업치료사들은 환자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하지만 정보전달 시스템의 미흡으로 적절

한 교육과 정보 전달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 

“환자를 파악하고 치료하면서 필요한 환자 보호자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 병원은 보호자 교육이 잘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호자가 간병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의 현재 

치료 진행 상태나 침상, 가정 내 자가 관리(운동), 지도

에 대한 부분을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다. 전문가들의 재활에 대한 이해 부족(23)

작업치료사들은 재활·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치료사 

외 전문가들(의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의 재활 영역 전반에 대한 이해가 협소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의사는 아직까지 물리치료사는 걷기, 작업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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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Theme Subtheme(Number of significant statements)

Hospital system

Difficulties in 

implementing 

multidisciplinary 

approach 

∙ Patient’s excessive demand for physical rehabilitation(18)

∙ Difficulties in shar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ng with patients 

and their caregivers(16)

∙ Lack of understanding about rehabilitation among health 

professionals(23)

∙ Inadequate communication among each health professionals(50)

Inadequate discharge 

planning system

∙ Absence of discharge planning system(37)

∙ Lack of referral system with other institution(15)

∙ Lack of referral system with community-based care(33)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of occupational 

therapy practice

Difficulties of 

occupational 

therapists

∙ Negative attitude towards enhancing professional competency(31)

∙ Heavy work loads and poor working condition(32)

Difficulties in 

occupational therapy 

practice

∙ Insufficient prescription systems and low occupational therapy 

insurance(50)

∙ High patient to therapist ratio with limited time scale(35)

∙ Shortage of space and tools for therapy(39)
∙ Lack of a system and Inadequate environment for activity of daily 

living training(38)

Table 1. Results of Statements Analysis

사는 상지 및 손사용이라는 생각이 강함”

“간호사, 사회복지사 들 중에서 재활병원에 근무해 

본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분들의 사회복귀에 대한 의지, 

필요성, 그래서 필요한 (병원에서 제공해 줘야 하는,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전문지식과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음”

특히 작업치료에 대한 타 전문가들의 이해가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작업치료사로 하여금 환

자에게 필요한 치료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체기능 

회복 중심의 물리치료적 접근이나 환자의 맹목적인 요

구에 부합하는 치료를 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병원 어디를 가든 PT는 도수치료, 환자 걷기 훈련, 

근력운동 등 딱 정의할 수 있는데, OT는 병원마다, 지역

마다 다 다르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 또한 아직까지 pt는 gait, ot는 fine motor라는 

식의 의사의 오더와 치료사들의 생각”

“작업치료과를 졸업하고 임상에 오면 PT적인 요소

를 다시 공부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라. 각 직역 간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50)

각 직역의 전문가들은 서로의 전문 영역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영역에 대한 우월함을 고수하는 행태를 

보이며, 때로 타 영역의 부족함을 감정적으로 지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에서 말하는 팀 접근 방법이 중요하지만 임상

에서는 함께 접근하는 것보다 각자의 방법만을 고수하

고 경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재활에 있어 team approach가 중요하다고들 하지

만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본인들의 영역만이 우세하다 

생각하며 본인들의 영역 외적인 치료들에 대해 무시하

는 의료진, 치료사들의 태도 역시 큰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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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직역간의 의사소통 부재와 미흡한 소통 체계는 

환자를 위한 공통의 재활 목표 설정과, 필요한 재활 

치료적 접근의 어려움을 가져오기도 한다. 

“병동과의 소통에서 오류가 많다. 간호과 인수인계 

과정에서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거나 전달 내용이 누락

되는 경우가 발생된다.”

“재활병원 안에서 각 치료 파트(OT, PT, ST 기타 

등등)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혹여 다른 파트의 영역을 침범하여 마음이 상하는 일이 

발생할까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다.”

“직역 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시스템이 거의 없다시

피 한 것 같고 그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가 

적어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해 개선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치료사 간, 또는 각 직역 간의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아 공통적인 목표를 잡기 어려움”

2) 퇴원계획 체계의 미흡

작업치료사들은 사회적 입원의 원인으로 기관 내 

미흡한 퇴원계획 체계를 지적하였다. 

가. 퇴원계획 및 퇴원준비를 위한 시스템의 부재(37)

퇴원계획은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지역사

회 복귀에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하여 원활한 퇴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Lin, Cheng, Shih, 

Chu, & Tjung, 2012). 연구 참여자들의 기관에서는 

기관 내 퇴원계획에 대한 체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작업치료사를 포함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퇴원계획에 

대한 이해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퇴원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은 환자와 환자를 둘러싼 여러 전문

가들의 협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병원의 일정이나 담당 

주치의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재활병원에서 최종적인 치료 목표는 결국 지역사회 

복귀인데도 불구하고 치료사들은 병원 세팅 치료 이외

에 지식은 관심을 가지고 따로 알아보거나 공부하지 

않았다면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 일 것으로 

생각됨”

“환자 퇴원에 대해 책임질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퇴원계획을 의사(원장님)께 여쭤보라고 한 적이 많

고 OT가 퇴원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의사에게 의존적

인 것 같습니다.”

작업치료사가 환자의 퇴원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력은 부재하며, 퇴원계획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못하는 

것이 의료기관의 현실이다. 이는 환자의 퇴원일정에 

대한 정보 접근의 제한과 더불어 퇴원을 준비하기 위한 

중재 실행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퇴원계획에 있어서 치료사의 영향력이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 심지어 당일 치료까지 끝내고 나서 갑자

기 퇴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활병원에서 재활 치료 후 퇴원하게 되면 퇴원 

소식을 주로 환자분을 통해 듣고 원무과나 병원 측에서

는 먼저 들은 적이 없습니다.”

나. 타 병원과의 연계 체계 미흡(15)

작업치료사는 환자가 타 병원으로부터 전원되어 왔

을 때 환자와 관련된 재활 정보를 전달받을 방법이 

없어 일관된 치료를 하기가 어렵다. 이는 병원간의 정

보 전달 체계 부재뿐만 아니라 병원 내부적인 시스템을 

외부에 노출하는 것을 꺼리는 병원의 폐쇄적인 문화가 

그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도적으로 타 병원이나 의료기관에 통원이나 

지역사회복귀 후 재활을 연계 의뢰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퇴원 시 타 병원 소개는 아예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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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마다 치료 운영 시스템이 차이가 많은 경우

가 대다수이며 각 기관의 내부 시스템을 노출함에 있어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병원 간 환자 정보 전달체계의 부재로 인해 작업치료

사는 타 병원에서 전원된 환자의 재활 관련 정보를 온전

히 환자, 보호자에만 의존해야 하고, 환자의 치료계획을 

일관되게 지속함에 있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오로지 인지 있는, 언어 가능하신 환자분들의 정보

에만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또는 상급병원의 소

견서나 진료 기록지를 받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

분 응급처치나 기본적인 신체기능 평가에 대한 정보에 

국한되어 있고, 치료의 향상 정도나 내용까지는 알기 

어려움”

다. 퇴원 시 지역사회 연계 체계 미비(33)

환자 퇴원 시 지역사회 연계 체계도 거의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치료사들은 대부분 지역사회 연계 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적용 사례가 있더라

도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치료사 대부분이 지역사회 연계 시스템에 대한 정

보가 부재함”

“환자가 퇴원하여 지역사회로 연계되는 시스템 또한 

보거나 들은 사례가 적습니다.”

“... 그리고 퇴원 후 지역사회로의 연계는 아직 재활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거의 없으며 한정적인 환자군

에게만 제공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작업치료사들은 환자 퇴원 시 복지관이나 

보건소 연계, 지역사회 적응훈련 프로그램, 취업연계 

프로그램 등과의 연계를 도입하면 환자의 지역사회 전

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환자분이 병원 재활 치료를 마치고 지역사회로 복

귀할 때 각 지역 기관들의 정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관 보건소 등 지역사회 기관들이 재활

치료 시설 수준이나 어떻게 치료가 진행되고 있는지 

작업치료사가 근무하는지 등 이런 정보가 병원들이랑 

잘 연결되어 있으면 퇴원 후 환자분이 기관들을 이용하

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 주간 재활 및 외래 재활

기관과의 연계, 장애인 취업 연계 프로그램 증진...”

2. 작업치료 임상의 내·외부적 요인

재활·요양병원 환자의 사회적 입원의 원인에 대한 

범주로 ‘병원의 체계’에 이어 ‘작업치료 임상의 내·외부

적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다시 ‘작업치료사의 어

려움’과 ‘작업치료 실시의 어려움’으로 주제로 분류하

였다. 

1) 작업치료사의 어려움

작업치료사의 어려움이라는 주제는 ‘전문역량 강화

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와 ‘업무의 과중함과 낮은 처우’

의 두 부주제로 나눌 수 있다. 

가. 전문역량 강화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31)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어려움에 대한 원인으로 작업

치료사들은 전문역량 강화에 대한 자신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성찰하였다. 

“치료사들 또한 환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가 아닌 각자의 주관과 중요도에 따라 접

근을 하니 목적이 불분명하여 치료가 중구난방입니다.”

환자의 치료의지가 낮은 경우나 입원환자의 대부분

이 상당기간동안 병원에서 병원으로의 전원을 하며 치

료를 받는 현실은 작업치료사가 가정과 지역사회 전환

을 목적으로 치료를 진행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

는 치료사로서 전문역량 강화 욕구를 저하시키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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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일부 작업치료사들은 관련 재교

육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환자분이 적극적이고 의지를 보이면 자연스럽게 치

료사도 그에 맞게 치료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실적

으로 의지가 없는 환자분의 경우 치료사들이 매너리즘

이 생기는 모습이 보임”

“치료사들이 따로 알아보지 않는 한 관련 지식을 

얻기가 쉽지 않으며 사실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

리자면 환자분들이 대부분 요양병원이나 다른 재활병

원으로 가시는 경우가 많아서 굳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졸업 후 전문적인 수준이 떨어져 재교육

이 필요함, 좀 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고, 적용 가능한 

대학 교육이 필요함”

나. 업무의 과중함과 낮은 처우(32)

작업치료사들은 과중한 업무와 낮은 처우를 경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뿐만 아니라 치료 외적인 업

무로 인해서 피로감을 느끼고 휴게 공간과 휴게 시간의 

부족으로 일과 중 피로가 누적되어 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치료도 많지만 치료 외적인 업무도 많아 피로도가 

높고 스트레스가 많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듦” 

“치료사들의 휴게 공간이나 업무하는 사무공간이 치

료사의 수보다 적거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과중한 업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이것으로 인해 많은 치료사

들이 병원을 옮기거나 아예 다른 직업군으로 이직을 

한다고 판단하였다. 

“현재 재활·요양병원의 물리, 작업치료사의 평균 연

령이 30세가 안 되는 병원이 대다수이며, 수가의 낮은 

금액으로 인해 치료를 많이 해도 연차가 쌓일수록 병원

에 이익이 감소되어 10년 차 이후의 치료사들의 경우 

연봉 동결이 많아 다른 직업군으로 옮기는 것이 현실입

니다.”

작업치료사들은 물리치료 분야에 있는 전문치료사 

과정 이수자(‘써티’보유자)에게만 지급되는 추가수당 

지급제로 인해 임금격차와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업무과중과 더불어 작업치료사에 대한 낮은 급여 처우

가 작업치료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인식하고 있

었다. 

“같은 전문직의 재활치료사이지만 PT는 써티가 있

고 OT는 없습니다."

“치료사들의 가장 큰 고민이 미래. 본인의 치료적 

역량을 키워 치료를 잘 하겠다는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직장을 갈 수 있을까를 고민, 따라서 치료사

들이 본인의 치료적 역량을 키우는 것보다 본인이 안정

적인 직장으로 갈 수 있는 공부에 투자, 이것은 치료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짐”

2) 작업치료 실시의 어려움

두 번째 범주인 작업치료 임상의 내·외부적 요인

에서 두 번째 주제로 ‘작업치료 실시의 어려움’으로 

분석되었다. 부주제로 비효율적인 처방과 보험급여 

체계, 작업치료시간 및 환자 수, 작업치료 공간 및 

도구의 부족, 일상생활훈련을 위한 제도와 환경에 

대한 문제점 등이 나타났다.

가. 비효율적인 처방 시스템과 낮은 보험급여 체계

(50)

작업치료사들은 환자를 생각하지 않은 비효율적인 

처방 시스템과 낮은 보험급여 체계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는 연구 참여 치료사들이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다빈

도 단어 응답을 보인 영역으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

지 않은 치료횟수와 치료시간의 제한이 치료의 질을 

저하시킨다고 느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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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자체가 잘못 만들어져서 환자뿐만 아니라 치

료사도 서로 피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략) 단순한 시간 체크만 하는 수가 체계는 작업치

료를 더욱 모호하게 만든다. 더욱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있는 수가와 병원과 치료사를 모두 공존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수가가 반영되어야만...”

“현재 치료의 대부분이 1일 2회를 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초기 환자분들은 제한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치료 타임으로 밖에 계산할 수밖

에 없음(치료시간을 줄이고, 치료 타임 늘리고, 빈타임 

있으면 무작위로 채우고), 질적인 부분이 당연히 떨어

질 수밖에 없음”

수가 명칭의 모호함이 작업치료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작업치료 행위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

을 양산하고 있으며, 현재 제한된 처방 범위는 지역사

회 적응 훈련을 위한 치료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작업치료 서비스 대상자의 범위도 

한정되어 있어 실제 작업치료가 필요함에도 대상 환자

에 속하지 않아 치료는 받지 못하는 환자가 있음도 

지적하였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행위별 수가의 명칭(복합, 단순, 

특수)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가 있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적응 훈련을 위한 치료적 환경 및 치료 

수가, 치료시간 등의 여건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작업치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군이 다양함에도 신

경계 외 환자들에게 수가 적용이 잘 되지 않고 대상 

군이 많지 않음”

나. 작업치료시간 부족과 과도하게 많은 환자 수(35)

작업치료는 최소 10분에서 최대 30분 시행되고 있

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작업치료사가 실질적 일상생활

활동훈련이나 사회복귀훈련을 시행하는 것은 매우 어

려운 일이다. 

“최소 10분에서 최대 30분,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작

업치료 처방을 받아 치료를 받는 시간입니다. 일상생활

활동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에서 이 시간들은 한 

활동을 완벽하게 진행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시간입

니다.”

“하루 30분씩 단순 치료로는 환자들의 일상생활 참

여나 사회복귀 참여를 연습하기에는 어려움”

시간 단위의 처방에 맞춰진 치료 일정에 따라 하루 

10명에서 15명의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상황에서 작업

치료사들은 환자 중심의 개별적 필요를 고려한 치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과도하게 많은 환자 

수로 인해 육체적인 피로감을 호소하였고, 이는 작업치

료의 질적 저하와 환자의 지역사회복귀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 

“치료사 1인당 14명의 환자를 치료하는데 30분이라

는 제한된 시간 안에 충분한 활동을 할 수 있는지는 

여전한 문제인 듯합니다.”

“치료사 1인당 환자 수가 너무 많습니다. 하루에 14

타임을 하면서 한사람 한사람 모두 케어 하기란 불가능

합니다.”

“하루에 보는 환자가 너무 많습니다. 신입 때, 일을 

시작하는 초기에는 괜찮지만... 일을 하는 시간이 길어

질수록 몸이 점점 망가짐이 느껴집니다. 힘듭니다...”

다. 작업치료 공간 및 도구의 부족(39)

작업치료 시행을 위한 적절한 공간과 치료 도구가 

잘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협소한 치료 공간 

배치와 병원 측의 재정적 지원 부족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하였다. 

“환자분들이 돌아가는 일상생활과는 치료실이 환경

이 달라서 어려움이 있으며 치료 도구의 다양성이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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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실 내에서 습득한 기술이 병실이나 생활환

경에서의 일반화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됨, 다양한 

과제 훈련을 위한 치료적 도구 세팅이 필요함”

“치료 도구를 원하는 것은 있으나 병원 측에서 구매

를 쉽게 해 주지 않고 연간 정확한 금액은 정해져있지 

않다.”

치료적 활동 수행을 위한 치료도구와 필요한 자원의 

부족은 환자들의 지역사회 복귀에 필요한 활동에의 치

료적 접근과 경험 기회 제공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다. 환자에게 꼭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

기 위해 작업치료사들이 개인 사비를 이용하여 치료를 

제공하고 있는 사례도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치료를 위해 필요한 도구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병

원에서 따로 지원해주는 지원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외부로 나가는 활동(장보기, 공원 산책하기, 영화 보기 

등)에서 사회 복귀 환자분들과 하고 싶고 필요한 활동

들은 많지만 시간적인 문제, 병원에서의 규제, 비용적

인 문제로 인해 시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상생활훈련)...그에 대한 비용 부담에 있어 병원 

측에서 지원해주지 않아 사비가 많이 나갈 때가 많고 

과제 제공에도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라. 일상생활 동작훈련을 위한 제도와 환경 미흡(38)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실질적인 일상생활훈

련은 병원 안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일상생활훈련과 관련한 제도적 제한(수

가, 처방, 병원 규정), 일상생활훈련을 위한 치료적 환경

과 공간 조성의 미흡함 등을 지적하였다.  

“ADL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이어서 실질적으

로 ADL Training이 어려움”

환자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서는 병원 내의 환경에

서의 훈련으로 충분하지 않고 실제 병원 밖의 가정과 

사회에서 시행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환자의 일상생활복귀를 위해서는 병원 내 환경

에서의 훈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 병원 밖의 

가정과 지역사회 환경에서의 실질적 훈련이 필요하다

고 느끼고 있었다. 또한 현재의 병원 내에서만 이루어

지는 제한된 일상생활훈련의 범위가 환자들의 지역사

회 전환을 지연시키고, 장기 입원으로 이어지게 하는 

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IADL을 위한 치료를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시간과 

처방, 수가가 없어서 치료실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치료

실 밖으로 나가면 안전의 문제도 있지만 물리적 거리 

제한으로 인해 30분 이내로 돌아오는 것은 어렵다.”

“IADL로 진입하기 위한 비용. 수가로 매겨져 있으

면 그 부분을 치료실에 지원해 주어 대중교통 이용, 

물건 사기, 문화 참여 등의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데.. 환자에게 가져오라 하는 부분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업치료사는 가정방문을 통해 집안 구조 및 도구 

등의 평가 및 설치 유도를 위한 가정 평가의 진행과 

ADL의 보다 독립적인 활동을 위하여 도구의 추천 및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기입원 환자의 경우 병원 내의 제한적인 공간에

서 일상생활 훈련으로 인해 가정환경에 적응이 어려워 

가정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3. Word Cloud

46개의 설문지에서 수집한 의미 있는 기록을 추출하

여 Word cloud를 작성하였다. Word cloud 작성을 위해

서 ATLAS.ti 8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Word cloud

를 통해 작업치료사들이 의미 있게 생각하는 다빈도 

단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치료’, ‘환자’, ‘정보’, ‘재활’, 

‘퇴원’, ‘시스템’ 등과 같은 단어를 많이 사용하여 기술

한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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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Word Cloud of the Significant Statements

Ⅴ. 고 찰

우리나라 의료법은 환자의 재활을 주목적으로 하는 

의료재활 시설을 ‘요양병원’이라고 명명하고 있고 있다

(법제처, 2019). 최근 국내 재활·요양병원과 입원환자 

수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지역사회 복귀 어

려움으로 인해 병원 생활을 지속하는 사회적 입원 현상

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정부는 

2017년부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실시

하면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재활’병원 운영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 본 연구는 

재활·요양병원 및 보건시스템이 당면한 과제인 사회적 

입원 현상에 대해 작업치료사의 관점에서 파악함으로

써 사회적 입원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회적 입원 현상에 대한 작업치료사들의 인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환자의 퇴원에 걸림돌이 되는 부

분은 환자가 지나치게 신체 회복만을 요구한다는 점이

다. 환자는 활동 복귀를 통한 퇴원을 생각하기보다 신

체가 나을 것이라는 생각과 신체기능 회복이 재활이라

는 생각에 매몰되어 작업치료사에게 신체기능 회복 중

심의 치료만을 요구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일상생활훈

련 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을 하기도 한다. 신체활

동 외 치료적 활동에 대한 환자의 부정적인 인식과 

신체기능 회복 중심의 강도 높은 치료의 연속은 작업치

료사로 하여금 치료 업무에 대한 매너리즘을 느끼게 

하고,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로 

이어지기도 한다. 신체 중심 재활에 대한 개념을 고수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아직 기능 및 활동 중심의 ICF 

건강 모델이 보건 의료분야에 접목되지 않았기 때문이

라고 유추할 수 있다. 2001년 WHO의 국제 기능 장애 

분류(World Health Organization, 2001)에 대해서 많

은 연구들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건정책에 

반영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Shin, Lee, & Shin, 2014).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작업치료 분야에서는 ICF의

‘활동’과 ‘참여’영역에 대한 중재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Song과 Woo(2018)의 조사 연구에 의하면 293명의 작



116      Therapeutic Science for Rehabilitation Vol. 9. No. 3. 2020.

업치료사 중 ICF 분류 기준의 ‘활동’과 ‘참여’에 중재를 

제공하고 있는 치료사가 215명으로 전체의 73.3%를 

차지하였다(Song & Woo, 2018). 환자에게서 신체 중심

의 재활 개념을 단기간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재활 

과정에서 활동과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를 정립

한다면 현재보다 더욱 많은 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생

활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다학제 팀 접근의 어려움이다. 환자의 재

활에 있어서 기관의 다학제 팀 접근은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Momsen, Rasmussen, Nielsen, Iversen, 

& Lund, 2012). 다학제 팀은 환자의 의료기관 입원 

시 구성되며, 의사, 간호사, 치료사, 약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등의 전문가, 환자와 보호자를 포함한다. 팀 

내 각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환자의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환자의 상태가 변화하면 치료 

계획을 다시 수립하며, 환자의 요구 및 상황을 고려한 

포괄적 접근을 통해 퇴원 후 연계를 준비한다(Weiss, 

Yakusheva, & Bobay, 2011). 또한 다학제 팀은 환자를 

비롯하여 환자의 가족, 간병인과 협력해가며 안전하고, 

지속적인 퇴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Coleman, 

Boult, & American Geriatrics Society Health Care 

Systems Committee, 2003). 본 연구에 참여한 작업치

료사들은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서 다학제 팀 

접근이 필수적인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장

에서는 각 전문가들이 본인의 업무만을 고수하고 있으

며 협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듯 직역 간 원활한 소통의 어려움은 결국 

환자를 이해하는데 제한된 정보만 가지고 치료하게 되

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환자 퇴원계획수립에 있어서도 

팀 접근이 미흡하여 환자는 아무런 준비 없이 퇴원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된다. 환자는 병원 내 

퇴원 준비에 대한 체계 부재로 인해 퇴원 시 타 병원으

로 전원되거나 지역사회로 나가게 되더라도 필요한 정

보를 얻을 수 없어 새로운 환경에서 스스로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반복해서 겪게 된다. 특히 지역사회로 

퇴원하는 경우 보건소나 복지관, 지역 내 재활병원으로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연계가 전무한 실정이며, 직

업재활과 같은 사회복귀 프로그램 연계 역시 전무하다. 

이러한 퇴원 체계의 미흡은 전문가들의 퇴원계획에 대

한 역량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작업치료

사는 환자의 안전과 퇴원 관련 여러 필요사항들을 고려

하여 퇴원을 결정하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퇴원을 권고

하는 것에 필요한 특정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이다

(Craig, Robertson, & Milligan, 2004). 본 연구의 참여

자들은 퇴원계획과 중재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

으나 실질적 실행의 경험의 부재로 퇴원계획을 중재하

기 위한 관련 지식에 대해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향후 의료기관 내 퇴원계획 수립을 위한 다학

제 팀 구성 마련과 더불어 팀원 간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환자 정보 기록 양식의 마련, 환자·보호자 교육 

및 사회적 자원 연계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안전하고 성공적인 퇴원

계획 수립과 실질적 개입을 위해 의료기관 작업치료사

들의 역량 강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세 번째는 작업치료의 효율적 실행의 어려움이다. 

환자의 기능적 회복을 통한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작업치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나타난 작업치료의 효율적인 실행을 어렵게 하는 요소

로 작업치료를 시행하는 작업치료사의 어려움과 작업

치료 실시의 어려움으로 확인되었다. 작업치료사는 하

루 10명에서 15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있으며, 치료 이

외 업무도 병행하면서 높은 업무 피로도를 호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의 과중함에 비하여 휴식이나 급여 

등의 처우는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작업

치료사들의 치료에 대한 전문역량 강화에 대한 소극적

인 태도로 이어질 수 있고, 나아가 양질의 작업치료 

서비스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 참여 작업치료사들은 높은 업무 강도와 낮은 

처우에 대한 근본 원인이 작업치료 처방에 대한 낮은 

수가 제도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작업치료 보험급여 

항목을 살펴보면 단순작업치료, 복합작업치료, 특수작

업치료, 일상생활 동작훈련 그리고 연하치료 정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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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실시 시간은 10분에서 30분, 급여비용은 4,290원

에서 11,320원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 또한 

작업치료사들은 작업치료 수가가 ‘단순, 복합, 특수’의 

작업치료 수가는 모호한 치료행위에 대한 수가체계이

며, 치료사의 신체적, 정신적 노동, 양질의 치료를 적절

한 시간 등이 반영되지 않은 수가임을 지적하였다. Kim

과 Lee(2003)는 작업치료행위에 대한 상환 방식은 치료

의 종류나 질적인 측면보다 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시

간과 치료사 1인이 시간 내 치료하는 환자 수(1대 1 

또는 1대 다수)를 중심으로 산정되어 왔으며, 이러한 

상환 방식은 치료사들의 다양한 작업치료 행위와 육체

적, 정신적 노동 강도 등을 고려가 결여되어 있다고 

하였다. 수가에 대한 문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고, 상향 조정되어 왔음에도 작업치료사들은 실질적 

수가 인상폭이 치료사에 대한 더 나은 처우와 양질의 

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는 정도는 미미하다 느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참여자들이 지적한 바

와 같이 정해진 치료시간 안에 과도하게 많은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현실에서 일상생활훈련과 같은 필수적

인 작업치료는 실제 환자의 생활을 반영하지 못하고 

치료실 내에서만 시행 가능한 활동들로 제한적으로 이

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환자는 병원 밖의 생활을 

경험할 기회를 얻기 어렵다. 이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

은 환자의 지역사회 전환 시 요구되는 서비스와 필요한 

수단적 일상생활활동훈련, 환자·보호자 면담, 가정환

경에 대한 평가와 중재 등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현재의 중재 중심의 제도에서 벗어나 환자 중심, 

재활 목적 중심의 작업치료 서비스 체계 정비가 필요하

다고 사료된다.  

이와 같이 작업치료사들은 사회적 입원의 원인을 

제도와 병원의 체계 그리고 작업치료사의 내·외부적 

문제가 포괄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국내 일부 재활·요양병원의 작

업치료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기에 분석한 

결과로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권역별 

작업치료사의 의견을 반영하였다는 점과 재활·요양병

원 입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어려움과 사회적 입원 

현상을 작업치료사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한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재활·요양병

원 입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보건 의료 정책, 

제도의 변화와 효과적인 퇴원계획 실행체계 마련, 그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Ⅵ. 결 론

본 연구는 사회적 입원이라는 사회 현상에 대해 환자

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고 있는 일선 작업치료사

의 관점에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재활·요양병원 환자들이 퇴

원을 주저하고 사회적 입원이 증가하는 이유로 재활·요

양병원의 운영 구조가 수가 체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가장 크게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단면적 재활치료의 처방 및 수가 체계를 환자의 필요와 

목적에 부합하는 재활을 위한 다면적인 체계로 수정,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병원들은 환자의 

재활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Momsen et al., 2012; Yagura, Miyai, Suzuki, & 

Yanagihara, 2005) 다학제 접근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다학제 재활 팀제도 

안에서 환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역사회로 복귀를 

위한 치료계획 수립과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미흡한 재활·요양병원의 체계가 오랫동안 

현장에 정착되어 환자, 보호자는 신체기능 회복만을 

위한 재활을 고집하게 되고 작업치료사를 포함한 보건

의료인들의 환자의 지역사회복귀를 위한 보건의료 서

비스의 역량과 의지가 저하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작업치료사들은 활동과 참여 중심으로 중재를 제공

하며 환자를 지역사회 복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안인 사회적 입원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강보

험급여 체계의 발전과 더불어 다학제 중심의 재활서비

스 제공을 위한 병원 체계 정립, 환자의 지역사회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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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현실적인 작업치료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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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Research of Social Admission in 

Rehab hospitals: Occupational Therapists’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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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phenomenon of social admission in Korea’s 

rehabilitation system by analyzing the perspectives of occupational therapists.

Methods : We developed a written questionnaire based on RSAT and, in August 2019, distributed 

it to occupational therapists with more than three years of experience at the tim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van Kaam's method. Further, high frequency words were analyzed 

by word cloud in order to extract significant statements. 

Results : Forty-six written interviews were collected from various areas of Korea. We analyzed 

the data into 2 categories, 4 themes, 13 sub-themes. The two categories were ‘hospital 

system’ and ‘external factors of occupational therapy practice’. The themes according to 

‘hospital system’ were ‘difficulties in implementing multidisciplinary approach’ and 

‘inadequate discharge planning system’. The themes according to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of occupational therapy’ were analyzed as ‘difficulties of occupational therapists’ 

and ‘difficulties in occupational therapy practice’.

Conclusion : Occupational therapists in rehabilitation hospitals recognize that the reason for 

social admission is insufficient insurance systems related to occupational therapy services 

in rehab hospitals. This leads to difficulties in occupational therapy practice. We need 

to develop the insurance systems that can meet patient needs for social recovery.

Key words : Occupational therapy, Rehabilitation hospital, Returning to the community, Social 

admis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