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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is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occupational therapy at adult day care centers by examining the current state 

of this therapy at these centers. 

Methods : Data on 1,527 adult day care centers in South Korea were retrieved from a long-term care insurance site for the 

elderly and were statistically processed. 

Results : Of these centers, 1,331 (87.2 %) were cognitive activity–oriented, 37 (2.4 %) were exclusively for dementia treatment, 

and 159 were nonspecialized centers (10.4 %). A second finding was that 294 (19.3 %) of the centers operated occupational therapy 

programs. Third, only 40 occupational therapists (2.6 %) were working at one of these 1,527 care centers nationwide. Fourth, the 

occupational therapy programs comprised 4.91 ± 3.93 cognitive enhancement programs per center, 2.58 ± 2.26 training assistance 

programs per center, and other programs 2.56 ± 2.58 per center. Fifth, a regional comparison of the operation of occupational 

therapy programs at these center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number of programs between Seoul and other 

regions.

Conclusion : Although most adult day care centers currently deliver cognitive enhancement programs, they show a low 

employment rate of occupational therapists. Therefore, additional research involving workers at adult day care centers is required 

to investigate perceptions and the necessity of occupational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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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2017년 12월부터 ‘치매 국가 책임제’라는 

제도로 장기요양보험서비스의 확  및 의료지원 강화, 

노인의 기능유지 등을 통해 노인성 질환에 한 체계적

인 서비스를 구축해 나아가고 있다(Jeon, 2019). 장기요

양보험서비스 중, 재가노인복지서비스와 관련된 항목은 

주야간보호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

문목욕서비스와 같이 네 가지를 재가노인복지서비스로 

규정하고 있고(Shin과 Yang, 2009), 이 중 주야간보호서

비스는 노인 주간보호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다(Park, 

2007). 

주야간보호서비스는 노인에 한 기능회복 및 유지, 

신체적 자립향상, 여가시간 활용, 사회적 교류 및 가족에

게 휴식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며(National Institute on 

Adult Day Care, 1990), 노인 주간보호시설은 노인성 질

환이 있는 사람에게 지역사회 내의 복지시설에서 일정 

시간 동안 돌봄과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

이다(McCann 등, 2005).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는 노인 주간보호시설에서 제공

된 프로그램이 노인의 의료비 절감, 삶의 질 향상, 가족

의 심리적 지지향상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

로 보고하고 있다(Warren 등, 2003). 국내에서도 노인 주

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노인과 관련된 선행연구가 보고

되고 있는데, 인지활동통합프로그램, 집단미술치료, 집

단음악치료, 원예치료, 복합작업치료중재, 복합인지재활

과 같은 작업치료를 기반으로 한 중재프로그램이 노인

의 인지기능과 일상생활활동, 삶의 질과 우울감에 긍정

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다(Cho & Yang, 2017; 

Ham 등, 2018; Jeon, 2019; Kim & Kim, 2012; Ko, 2016; 

Lee, 2019; Shin 등, 2013). 이와 같은 노인 주간보호시설

에서 제공되는 인지프로그램은 작업치료, 인지자극훈련, 

미술치료, 음악치료, 행동치료, 원예치료 등 다양한 방법

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Jeong & Seo, 2017). 이는 

지역사회 노인에게 의료적 서비스보다는 다양한 관점의 

치료적 활동을 통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Kaplan & Berkman, 

2011). 

노인은 인지 및 언어, 상호작용기술의 저하로 인해 일

상생활에서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Lee, 

2018). 작업치료사는 다양한 관점의 치료적 활동과 일상

생활과 관련된 중재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동기부여를 

촉진 시킬 수 있고(Notoh 등, 2014), 지역사회를 기반으

로 한 중재를 바탕으로 신체기능뿐만 아니라 클라이언

트를 한 사람으로 인식하여 다양한 활동에 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Lee 등, 2018). 즉, 작업치료사는 지역사

회 내에서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활전문가인 

것이다(Craig, 2012). 

2018년 01월부터 장기요양등급의 확 로 인한 인지지

원등급이 신설되어 신체기능은 양호하지만 경증 치매로 

인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노인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 되었고, 3차에 걸친 “노인복지관 인

지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노인 주간보호시설에서

도 인지지원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2019). 이는 노인 주간보호시설에

서 운영하는 인지프로그램 및 인지지원서비스에 한 

중요성이 더욱 강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인

지지원서비스 제공인력의 기준에서 사회복지사(1급), 간

호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중 1명을 필수 인력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재활의 전문 직종인 작업치

료사의 의무 고용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2019).

외국의 경우, 노인 주간보호시설에 작업치료사를 의무

적으로 두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Shin과 Yang, 

2009), 우리나라는 작업치료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권장 사항으로 되어있고 사업에 지장이 없

는 범위 내에서 시설의 직원이 해당 업무를 겸직하는 것

이 가능하게 되어있기 때문에(Busan Social Welfare 

Development Institute, 2014), 작업치료사가 노인 주간보

호시설로 진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다(Shin 

& Yang, 2009).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국내의 노인 주간보호시설의 작업치료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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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조사하여 노인 주간보호시설 내에서의 작업치료사

의 역할에 한 중요성을 언급하고, 차후 노인 주간보호

시설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에 한 작업치료의 인식 및 

필요성을 확인하는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국내 노인 주간보호시설의 작업치료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 내의 제공기관 검색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근거로 서울특별시 및 6  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1,527개의 노인 주간보호시설을 상으로 

하였다.

2. 연구절차

국내의 1,527개의 노인 주간보호시설에 해 2020년 

01월 02일부터 10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 내에 

검색된 내용을 근거로 기호화 과정을 통해 통계처리 하

였고, 노인 주간보호시설 내의 운영프로그램 중 작업치

료프로그램은 작업치료, 작업요법, 작업활동, 인지치료, 

인지재활이라고 정확하게 명시한 경우에만 인정하였다. 

노인 주간보호시설의 구분은 작업치료사의 고용 여부와

는 상관없이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및 사

회복지사 등의 종사자가 속한 기관은 ‘인지활동형’ 시설, 

치매 노인만을 수용하는 전문시설은 ‘치매전담형’ 시설, 

그 외의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한 종사자가 없거나 치매 

전문시설이 아닌 경우는 ‘일반형’ 시설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 내에서 구분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를 구분하였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노인 주간보호시설, 이용 상자, 운영프로

그램, 작업치료 현황은 기술통계를 이용한 빈도분석을 

사용하였고, 지역 간 노인 주간보호시설의 프로그램은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여 Scheffe

기법으로 사후검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노인 주간보호시설의 일반적 특성

노인 주간보호시설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전체 이용 상자 수는 남자가 8,000명(26.4 %), 여자는 

22,258명(73.6 %)으로 총 30,258명으로 나타났고, 시설 

수는 총 1,527개로 인지활동형은 1,331개(87.2 %), 치매

전담형은 37개(2.4 %), 일반형은 159개(10.4 %)로 나타났

고, 이용정원은 10명 이하가 415개(27.2 %), 11명에서 20

명이 362개(23.7 %), 21명에서 30명이 394개(25.8 %), 31

명에서 40명이 172개(11.2 %), 41명 이상은 184개(12.1 

%)로 나타났으며, 고용 인원은 5명 이하가 288개(18.8 

%), 6명에서 10명이 622개(40.7 %), 11명에서 15명은 411

개(27.0 %), 16명에서 20명은 163개(10.7 %), 21명 이상은 

43개(2.8 %)로 나타났다.

Variable Seoul Daegu Busan Incheon Daejeon Gwangju Ulsan
Total
(%)

Gender

Male 2,703 1,327 1,263 911 764 706 326 8,000 
(26.4)

Female 7,507 3,542 3,099 2,752 2,304 1,930 1,124 22,258 
(73.6)

Total
(%)

10,210 
(33.7)

4,869 
(16.1)

4,362 
(14.4) 3,663 (12.1) 3,068 (10.1) 2,636 (8.7) 1,450 

(4.9)
30,258 
(1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day care centers for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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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day care centers for the elderly (continue)

Variable Seoul Daegu Busan Incheon Daejeon Gwangju Ulsan
Total
(%)

Center

CAT 418 263 172 158 132 118 70 1,331
(87.2)

DTT 14 7 5 6 1 1 3 37
(2.4)

NT 25 35 32 33 7 13 14 159
(10.4)

Total
(%)

457
(29.9)

305
(20.0)

209
(13.7)

197
(12.9)

140
(9.2)

132
(8.6)

87
(5.7)

1,527
(100)

User

~10 75 130 20 74 41 39 36 415
(27.2)

11~20 134 75 28 41 28 36 20 362
(23.7)

21~30 159 57 56 43 33 29 17 394
(25.8)

31~40 50 24 29 19 23 17 10 172
(11.2)

41~ 39 19 76 20 15 11 4 184
(12.1)

Total
(%)

457
(29.9)

305
(20.0)

209
(13.7)

197
(12.9)

140
(9.2)

132
(8.6)

87
(5.7)

1,527
(100)

Employ

~5 21 106 29 47 30 27 28 288
(18.8)

6~10 106 139 89 102 88 62 36 622
(40.7)

11~15 211 45 54 36 13 34 18 411
(27.0)

16~20 97 12 29 10 6 5 4 163
(10.7)

21~ 22 3 8 2 3 4 1 43
(2.8)

Total
(%)

457
(29.9)

305
(20.0)

209
(13.7)

197
(12.9)

140
(9.2)

132
(8.6)

87
(5.7)

1,527
(100)

CAT: Cognitive Activity-oriented Type, DTT: Dementia Treatment Type, NT: Nonspecialized Type

2. 노인 주간보호시설 작업치료 현황

노인 주간보호시설의 작업치료 현황은 Table 2와 같

다. 작업치료프로그램 운영은 전체 1,527개 시설 중 294

개(19.3 %) 시설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작업치

료사의 인력 현황은 전체 1,527개 시설 중, 총 40명(2.6 

%)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노인 주간보호시설의 시설당 프로그램 운영현황

노인 주간보호시설의 시설당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Table 3과 같다. 인지기능향상 프로그램은 시설당 

4.91±3.93개, 운동보조 프로그램은 시설당 2.58±2.26개, 

기타 프로그램은 시설당 2.56±2.58개로 나타났다.

Variable Seoul
(n=457)

Daegu
(n=305)

Busan
(n=209)

Incheon
(n=197)

Daejeon
(n=140)

Gwangju
(n=132)

Ulsan
(n=87)

Total 
(n=1,527)

OTP
(%)

184
(40.3)

32
(10.5)

33
(15.8)

14
(7.1)

10
(7.1)

15
(11.4)

6
(6.9)

294
(19.3)

OT
(%)

15
(3.3)

3
(1.0)

9
(4.3)

4
(2.0)

5
(3.6)

3
(2.8)

1
(1.1)

40
(2.6)

OTP: Occupational Therapy Program, OT: Occupational Therapist

Table 2. Status of occupational therapy in day care center for the elderly (n=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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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M±SD

Seoul
(n=457)

Daegu
(n=305)

Busan
(n=209)

Incheon
(n=197)

Daejeon
(n=140)

Gwangju
(n=132)

Ulsan
(n=87)

Total 
(n=1,527)

CEP 6.65±4.19 4.24±3.59 4.25±3.30 3.93±3.74 4.50±3.41 3.67±3.96 4.52±3.26 4.91±3.93

TAP 3.07±2.17 2.22±2.29 2.47±2.16 2.34±2.28 2.40±1.84 2.43±2.60 2.59±2.42 2.58±2.26

OP 2.88±2.78 2.26±2.31 2.96±2.79 2.21±2.32 2.67±2.46 1.94±2.23 2.57±2.71 2.56±2.58

CEP: Cognitive Enhancement Program, TAP: Training Assistance Program, OP: Other Program

Table 3. Status of the programs in the day care center for the elderly (n=1527)

4. 지역 간 노인 주간보호시설의 시설당 프로그램 운영현

황 비교

지역 간 노인 주간보호시설의 시설당 프로그램 운영

현황 비교는 Table 4와 같다. 지역 간 인지기능향상 프로

그램은 서울지역이 다른 지역의 프로그램 수 보다 통계

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p<.05), 

다른 지역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05). 지역 간 운동보조 프로그램은 서울이 구와 인

천 간의 프로그램 수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p<.05), 나머지 지역 간에는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또한, 기타 프로그램

은 서울과 광주, 부산과 광주 간의 프로그램 수에서 통

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p<.05), 

나머지 지역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05).

Cities
CEP TAP OP

MD p MD p MD p

Seoul

Daegu 2.406 .000 .849 .000 .625 .093

Busan 2.392 .000 .603 .109 -.073 1.000

Incheon 2.717 .000 .732 .023 .671 .151

Daejeon 2.146 .000 .672 .140 .213 .994

Gwangju 2.979 .000 .640 .212 .945 .031

Ulsan 2.128 .000 .486 .751 .309 .983

Daegu

Seoul -2.406 .000 -.849 .000 -.625 .093

Daegu -.014 1.000 -.246 .960 -.698 .163

Busan .310 .992 -.117 .999 .046 1.000

Incheon -.261 .998 -.117 .996 -.412 .870

Gwangju .573 .907 -.209 .992 .320 .964

Ulsan -.278 .999 -.363 .939 -.316 .984

Busan

Seoul -2.392 .000 -.603 .109 .073 1.000

Daegu .014 1.000 .246 .960 .698 .163

Incheon .325 .993 .129 .999 .744 .201

Daejeon -.246 .999 .069 1.000 .286 .984

Gwangju .587 .923 .037 1.000 1.018 .047

Ulsan -.264 .999 -.117 1.000 .382 .968

Table 4. Status of the programs in the day care center for the elderly by region (n=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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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tatus of the programs in the day care center for the elderly by region (continue) (n=1527)

Cities
CEP TAP OP

MD p MD p MD p

Incheon

Seoul -2.717 .000 -.732 .023 -.671 .151

Daegu -.310 .992 .117 .999 -.046 1.000

Busan -.325 .993 -.129 .999 -.744 .201

Daejeon -.571 .930 -.060 1.000 -.458 .855

Gwangju .262 .999 -.092 1.000 .274 .989

Ulsan -.588 .961 -.246 .994 -.362 .977

Daejeon

Seoul -2.146 .000 -.672 .140 -.213 .994

Daegu .261 .998 .177 .996 .412 .870

Busan .246 .999 -.069 1.000 -.286 .984

Incheon .571 .930 .060 1.000 .458 .855

Gwangju .833 .767 -.032 1.000 .732 .476

Ulsan -.017 1.000 -.186 .999 .097 1.000

Gwangju

Seoul -2.979 .000 -.640 .212 -.945 .031

Daegu -.573 .907 .209 .992 -.320 .964

Busan -.587 .923 -.037 1.000 -1.018 .047

Incheon -.262 .999 .092 1.000 -.274 .989

Daejeon -.833 .767 .032 1.000 -.732 .476

Ulsan -.851 .849 -.154 1.000 -.635 .780

Ulsan

Seoul -2.128 .001 -.486 .751 -.309 .983

Daegu .278 .999 .363 .939 .316 .984

Busan .264 .999 .117 1.000 -.382 .968

Incheon .588 .961 .246 .994 .362 .977

Daejeon .017 1.000 .186 .999 -.097 1.000

Gwangju .851 .849 .154 1.000 .635 .780

Mean Difference, CEP; Cognitive Enhancement Program, TAP; Training Assistance Program, OP; Other Program

Ⅳ. 고 찰

최근 노인 주간보호시설 수의 증가와 함께 재가복지

서비스에 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지만, 작업치료서비

스 및 인력에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내 노인 주간보호시설의 작업치료 현황을 조사하여 

노인 주간보호시설 내에서의 작업치료사의 역할에 한 

중요성을 언급하고, 차후 노인 주간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에 한 작업치료의 인식 및 필요성을 확인하

는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조사 결과, 서울을 포함한 6  광역시에서는 1,527개

의 노인 주간보호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인지활동형 주

간보호시설은 1,331개(87.2 %),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

설은 37개(2.4 %), 일반형 주간보호시설은 159개(10.4 %)

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 주간보호시설의 

전체적인 운영 형태가 인지활동과 관련된 시설로 변화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인 주간보호시설의 작업치료프로그램에 한 현황

은 1,527개 시설 중 294개(19.3 %) 시설에서 운영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하면 작업치료프

로그램 운영의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Park과 

Chung, 2005; Shin과 Yang, 2009) 지역에 따른 조사 결과



김민호 박성호

노인 주간보호시설의 작업치료 현황조사  225

를 볼 때, 작업치료프로그램 운영에 한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는 작업치료프로그램

의 용어 정의를 작업치료, 작업요법, 작업활동, 인지재

활, 인지치료라고 명시된 경우에만 작업치료프로그램으

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조작적 용어 정의에 의

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노인 주간보호시설의 작업치료사 인력과 관련된 현황

은 1,527개 노인 주간보호시설 중 40명(2.6 %)의 작업치

료사가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

연구의 결과보다 작업치료사의 고용 인원이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지만(Park, 2007; Shin과 Yang, 2009) 현재 운

영되고 있는 시설의 수와 선행연구의 발표연도와의 차

이를 볼 때, 상 적으로 큰 변화라고는 볼 수 없는데, 이

러한 결과는 노인 주간보호시설에 작업치료사의 영역이 

확 되는 것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국

내의 노인 주간보호시설 설치와 관련한 인력 기준은 작

업치료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중 1명을 필

수 인력으로 고용하기 때문에(Busan Social Welfare 

Development Institute, 2014), 상 적으로 작업치료사의 

고용률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노인 주간보호시설의 프로그램에 한 현황은 각 시

설당 인지기능향상 프로그램을 4.91±3.93개, 운동보조 

프로그램을 2.58±2.26개, 기타 프로그램을 2.56±2.58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인 주간보호시설 

부분이 노인의 인지기능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전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지역 간 노인 주간보호시설의 프로그램을 비교할 때, 

서울지역이 다른 지역 보다 인지기능향상 프로그램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p<.05), 이는 이용 상자

의 수, 시설의 수, 작업치료프로그램 및 작업치료사의 고

용 비율과 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노인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상자가 작업치료에 한 인

식이 높아져 작업치료서비스에 한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고(Nam 등, 2002), 이와 비례하여 인지기능에 한 프

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노인 주간보호시설의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시설의 형태도 단순 보호 

서비스를 넘어 인지 및 신체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한 프

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시설 부분이 작업치료사를 고용하

지 않은 상태에서 인지기능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는 시설장이 

작업치료사 면허와 사회복지사 자격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일 수 있고, 또한 작업치료 관련 프로그램을 시간제 

작업치료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경우라고도 볼 수 있

지만, 노인 주간보호시설 내 종사자의 작업치료에 한 

인식이 부족하여 작업치료사가 아닌 법적 범위 내의 다

른 직업군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노인은 노화로 인해 동반되는 신체적 변화로 근력 및 

균형 능력 저하가 발생하여 타인에 한 의존성이 높아

지고(Fried & Guralnik, 1997; Park & Noh, 2019a),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일상생활활동에 문

제가 발생한다(Kwag 등, 2014). 특히 지역사회 이동, 쇼

핑, 재정관리 등과 같이 복잡한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도

구적 일상생활활동(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이 먼저 감소하게 되고(Ham 등, 2018), 이후에는 

기본적인 동작이 요구되는 기본적 일상생활활동(Basic 

Activities of daily living; B-ADL)의 급격한 감소가 나타

난다(Schmediler 등, 1998). 또한, 일상생활활동의 감소는 

삶의 질의 감소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Ham 등, 2018). 즉, 노인의 건강상태는 신체

적, 기능적, 심리적 요소들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

고(Park 등, 2002; Park과 Noh, 2019b), 노인의 삶의 질 향

상을 위해서는 인지기능과 일상생활활동의 향상을 위한 

전문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Ham 등, 2018).

반면,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노인 주간보호시설의 

부분이 작업치료사를 고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치료

와 접한 관련이 있는 인지기능향상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체 및 인지기능, 기본

적·도구적 일상생활활동에 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직

종의 종사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써 국

내의 노인 주간보호시설 부분이 비전문가를 통해 비

정상적으로 작업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Shin & Yang, 2009). 

미국의 노인 주간보호시설에는 의료적 서비스 및 작

업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보편적이다(Kwak,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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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치료는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의미 있는 치료적 

활동을 통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고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도모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

료·교육하는 보건의료의 한 전문 분야이다(Lee & Chang, 

2014). 작업치료사는 감각자극 훈련을 통해 지각의 결함

을 최소화하여 기능적 일상생활활동을 증진 시킬 수 있

고 상자의 개인적 기능과 환경을 고려한 치료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Shin & Yang, 2009), 작업수행 능력에 문

제가 있는 사람에게 의미 있는 작업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전문가이다(Lee 등, 2014). 즉, 주간보호시설에서 

제공되는 작업치료는 정신적 활동, 지각, 감각작용 등을 

통한 인지기능의 개선과 신체적 기능훈련을 통한 일상

생활활동을 증진 시킬 수 있기 때문에(Kim, 1997; Shin과 

Yang, 2009), 지역사회에서 작업치료의 필요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Song 등, 2015).

최근 장기요양등급의 확 와 3차에 걸친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 시범사업”으로 노인 주간보호시설에서

도 인지지원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업치료사의 영역이 지역사회로 확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동시에 노인 주간보호시설에서의 고

용률도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필수 인

력 기준이 작업치료사 이외의 직군도 포함되어 있기에 

상 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직업군이 고용될 확률이 높

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노인 주간보호시설의 현황을 노

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에서 검색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조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작업치료사의 고용률이 낮은 

원인에 한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제한적이었

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노인 주간보호시설의 종사

자를 상으로 한 작업치료에 한 인식 및 필요성에 

한 조사를 통해 노인 주간보호시설에서의 작업치료사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국내 노인 주간보호시설의 작업치료 현황

을 조사하였다. 이에 따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주간보호시설의 수는 1,527개로 인지활동

형 1,331개(87.2 %), 치매전담형 37개(2.4 %), 일반형 159

개(10.4 %)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 주간보호시설 내 작업치료 프로그램은 전

체 1,527개 시설 중 294개(19.3 %) 시설에서 운영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 주간보호시설 내 작업치료사의 인력 현황

은 전체 1,527개 시설 중, 총 40명(2.6 %)이 근무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넷째, 노인 주간보호시설 내 인지기능향상 프로그램은 

시설당 4.91±3.93개, 운동보조 프로그램은 시설당 

2.58±2.26개, 기타 프로그램은 시설당 2.56±2.58개로 나

타났다. 

다섯째, 지역 간 프로그램 운영에 한 비교에서는 서

울지역의 프로그램 수가 다른 지역의 프로그램 수 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주간보호시설의 부분이 인지기능향상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치료사의 고용률

은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노인 주간보

호시설의 종사자를 상으로 한 작업치료 인식 및 필요

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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