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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physical therapy service utilization and user satisfaction depending
on the experience with therapeutic exercise or ultrasound intervention among elderly persons using senior centers.
Methods: The subjects were adults aged over 60 years (total 215) recruited in 40 senior centers located in each province in South Korea.
Subjects responded to questions concerning overall demographics factors, utilized characteristics of physical therapy service and 12 variety user satisfactions with effectiveness, facilities, and therapist using a survey instrument.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Fishers’
exact tests and t-tests using the SPSS 21.0 program to compare the results of elderly persons who had or had not experienced exercise
therapy or ultrasound therapy.
Results: The participants that experienced ultrasound therapy or therapeutic exercise reported significantly higher overall results pertaining to effectiveness of physical therapy and a clear explanation from physical therapist’s satisfaction than those who were non-experienced. Satisfaction with pain relief was significantly higher among elderly who experienced therapeutic exercise than those who did not.
Those who underwent ultrasound therapy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atisfaction with facilities and location than those who did not.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satisfaction among users differs by type of physical therapy. In the future, physiotherapy services provided in senior centers needs to be designed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physical therapy, professionalism of physical
therapists and comfort of facility.
Keywords: Exercise therapy, Ultrasound therapy, Senior centers, Satisfaction

계획(HP 2020)은 노인의 건강지표로 노인의 신체기능 장애율 감소,

서 론

치매 유병률 증가 감소, 노인의 낙상증가 감소를 목적에 두고 있으며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지속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지표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여 노인의 여명을 건강한 삶으

있다. 2017년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는 유소년 인구보다 많아졌으며,

로 연장시키고자 한다.3 이러한 정책뿐만 아니라 노인의 건강한 여생

2017년 국내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는 675만 1천 명, 65세 이상 고령인

을 위한 제도적 노력으로 노인들의 여가생활 및 건강과 관련된 욕구

구는 707만 6천 명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전체인구의 13.8%를

를 충족하기 위해 노인복지관이 세워졌다. 노인복지법에서 제시하고

차지한다. 노인인구 증가로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

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

르면 2016년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월평균 진료비는 346,161원으로

장, 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노인복지

전년 대비 5.3% 증가하였으며, 65세 노인인구의 1인당 월평균 진료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4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

는 전체인구 대비 3배 수준으로 고령화로 인한 국민 의료비 지출증가

기 위해 노인복지관은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

등의 사회적 부담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

며, 노인복지관의 기본 사업 중 하나인 기능회복 지원사업은 물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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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양·한방진료, 작업치료, 운동재활, 일상생활동작 훈련 등으로 구

리치료실에서 운동치료와 초음파치료 경험에 따른 노인복지관 이용

성되어 있다.

특성과 물리치료실 이용 특성 그리고 만족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

기능회복 지원 사업 중에서 물리치료는 노화와 손상, 질병, 통증 등

였다.

의 조건을 가진 개인의 최적화된 신체의 움직임과 최대기능을 유지
및 회복시키기 위해 물리치료사가 제공하는 전문적인 평가와 중재

연구방법

서비스이다. 과거의 물리치료는 재활과 치료에 중점을 두었으나, 운
5

동교육과 건강운동 프로그램 운영과 같은 치료적 중재를 통해 예방

1. 연구대상

영역에도 관여하고 있다. 물리치료사의 업무는 기능훈련 및 운동치

2014 노인실태조사와17 2016 노인 복지시설 현황을18 참고하여 대상자

료는 자세훈련, 이동훈련, 보행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및 기계운동,

선정을 진행하였으며 표본추출은 전국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실시

그룹운동 등 다양하게 분류된다.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운동교

하였다. 65세 이상 전국 노인분포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시군 단위 노

육으로 그룹운동치료, 일상생활동작훈련, 요통 및 뇌졸중 환자 교육

인복지관 개수를 고려하여 층화표본 추출하였다. 표본은 노인실태

은 노인의 낙상을 예방하고 신체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물리치료사

조사 결과 시군 단위 노인과 노인복지관 분포를 바탕으로 가장 많은

에 의해 다채로운 운동프로그램과 교육프로그램의 형태로 구성된

순서대로 서울 10개소, 경기 8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전남, 부산, 전북,

다.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선행연구들 중 균형훈련, 낙상예방교실,

경남, 인천, 경북, 충북, 충남, 대구 등 9개 지역에서 2개소씩, 강원, 광

그룹치료 는 노인의 주요 질환인 근골격계 통증과 신체기능 개선에

주, 울산, 대전의 1개소씩을 선정하였다. 노인복지관이 없는 제주와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온습포(hot pack), 초음파, 전기치료는 물

세종은 표본 추출 지역에서 제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전국 총 40개

리적 인자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물리치료 방법이다. 2017년도 건강보

소의 노인복지관을 표본으로 선정하였으며 해당 지역 복지관을 이

험심사평가원의 진료행위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6

7

8

열치료를 받은 환자 수를 조사한 결과, 온습포를 포함한 표층열 치료
를 받은 환자 수는 1,051,116명, 초음파를 포함한 심층열 치료는

2. 조사방법

2,154,454명, 전기치료의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는 1,744,857명으로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6년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전국

조사되어 초음파를 포함한 심층열치료를 받은 노인이 많은 것으로

적으로 선정된 40개소 복지관의 협조를 얻어 우편으로 설문을 400부

분석되었다. 초음파 치료는 관절구축이나 건염과 같은 근골격계 질

발송하였다. 설문 조사는 각 기관마다 물리치료사 1명을 선정하여 연

환에서 신장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되며, 노인성 질환인 골관절

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하였다. 자료수집자는 자

염 환자에게 적용하였을 때 신체기능과 통증에 효과적인 개선을 보

발적 참여를 희망한 연구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

였다고 보고되었다.

구 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를 구한 후 설문지 작성을 도왔다. 자가 기입

9

10

11,12

만족도는 서비스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로 다양하게 사용하는 개

이 가능한 자는 직접 설문지에 기입하게 하였고 불가능한 경우 필요

념이다.13 노인복지관의 건강증진 및 기능회복 사업은 이용대상자들

에 따라 자료수집자가 지문을 읽어주어 설문 작성을 보조하였다. 응

의 서비스 요구도가 가장 높고 만족도 또한 높은 사업이다.14-16 따라서

답한 설문지는 우편으로 수거되었으며 배포된 총 400부 중 230부가

노인건강을 위한 건강강좌와 물리치료 서비스는 이용자의 욕구를

회수되어 57.5%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부정확한 15부를 제외하고 총

반영하는 복지관의 필수적인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215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은 복지관의 전반적인 프로그램의 만족과 요
구를 파악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물리치료 서비스의 세부적

3. 조사내용

인 컨텐츠에 따른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운동치료와 초음파치료 경험여부에 따라 인구사회학적

현재 다양한 물리치료 서비스가 노인복지관 물리치료실에서 중재
되고 있으나, 종류별 물리치료에 대한 연구는 신체기능 개선, 통증완

특성, 노인복지관 이용 특성, 노인복지관 물리치료실 이용 특성, 노인
복지관 물리치료실 이용 만족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화에 대한 효과를 증명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며 치료를 받는 환자의

설문내용은 대상자의 연령, 성별, 학력, 주관적 건강상태, 지역 등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또한 병원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포함하였고 노인복지관 이용 경로, 이

물리치료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지만 의료기관과는 달리 복

용 시간, 이용 기간, 주당 이용 횟수, 이용 이유 등의 복지관 이용 특성

지관에서 촉탁의의 처방으로 이루어지는 물리치료 서비스의 만족에

과 노인복지관의 물리치료실 이용시간과 주간이용 횟수와 같은 노인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관 물

복지관 물리치료실 이용 특성이 조사되었다. 노인복지관 내 물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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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이용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선행연구의 만족도 측정항목을

Table 1. Characteristics participants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수정하고 보완하여 노인복지

Variables

관 물리치료 이용 만족도 평가를 위한 12개의 문항을 선정하였다.19

Gender

물리치료 이용 만족도 조사의 설문 척도는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

   Male
   Female

통’, ‘만족’, ‘매우 만족’(1-5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만족도

JKPT
(n= 215)
N (%)

47 (21.86)
168(78.14)

Age

문항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60s

43 (20.00)

   70s

127 (59.06)

   Over 80

4. 분석방법

45 (20.94)

Area

본 연구는 SPSS 버전 21.0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통계학적

   Metropolitan area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

   Others

여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운동치료와 초음파치료 경험 여부

Education level

147 (68.37)
68 (31.63)

   Non

19 (8.83)

   Elementary

85 (39.53)

대하여 Fisher’s exact test를 실시하였으며, 노인복지관 물리치료실 만

   Middle

45 (20.86)

족도를 비교하기 위해 Student t- test를 실시하였다.

   High

47 (21.86)

   Above university

19 (8.83)

에 따른 노인복지관 이용특성과 노인복지관 물리치료실 이용특성에

Current family condition

결 과

   Single
   Together
   Etc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80 (37.20)
132 (61.39)
3 (1.41)

Subjective health

연구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74.6세였고, 응답자 중 여자는 168명
(78.1%)이었으며, 70대(59.1%)가 가장 많았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인
수도권 내에 위치한 복지관을 이용하는 대상자는 147명(68.4%)이었

   Good

51 (23.72)

   Fair

89 (41.39)

   Poor

75 (34.89)

으며, 교육 정도는 초등학교 졸업이 85명(39.5%)으로 가장 많았고 독
거 상태인 대상자가 80명(37.2%)이었으며, 주관적 건강상태는 보통이

3. 유형별 물리치료 서비스 경험에 따른 물리치료 서비스 만족도

89명(41.4%)으로 가장 많았다(Table 1).

노인복지관 물리치료 이용 만족도에 대한 12문항을 전체대상자와 운
동치료 경험 여부, 초음파치료 경험 여부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
다(Table 3). 운동치료 경험 여부에 따라 운동치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 유형별 물리치료 서비스 경험에 따른 노인복지관 이용특성과

대상자는 전반적 만족(p< 0.05), 물리치료 효과에 대한 만족(p< 0.01), 통

물리치료실 이용특성

전체 대상자의 복지관 이용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 복지관 이용경로

증감소(p< 0.05), 물리치료사의 설명력(p< 0.05)에 대한 만족도가 통계

는 친구 이웃의 권유로(39.1%), 하루 복지관 이용 시간은 3-5시간 미만

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음파치료 경험 여부에

(39.5%), 복지관 이용 기간은 5년 이상(55.8%), 복지관 주간 이용 횟수

따라 초음파치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전반적 만족

는 5회(43.7%), 복지관 이용 이유는 건강회복 및 관리를 위해(62.7%)라

(p < 0.05), 물리치료 효과만족(p < 0.05), 물리치료사의 설명력(p < 0.01),

고 응답한 대상자가 가장 많았다. 물리치료 소요 시간은 40-60분

물리치료실의 최신의료장비(p < 0.01), 물리치료실의 편리한 위치

(59.1%)이 가장 많았으며, 주당 물리치료를 받는 횟수는 2회(42.3%), 3

(p< 0.05)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회(27.4%)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물리치료 경험에 따른 복지관 이
용특성과 물리치료실 이용특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운동치료 경험

고 찰

여부에 따라서 물리치료 소요시간과(p < 0.01), 주당 물리치료 횟수
(p< 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음

본 연구는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물리치료서비스 가운데 운동치

파치료 경험 여부에 따라서는 하루 복지관 이용시간과(p< 0.01), 복지

료와 초음파치료 경험 여부에 따라 이용자의 노인복지관 이용 특성

관 이용기간(p < 0.05), 주당 물리치료를 받는 횟수(p < 0.05)가 통계적

과 물리치료실 이용 특성, 이용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2).

환자들은 보다 향상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원하며 물리치료 분야에
서도 이용자 만족도를 파악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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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using senior center and physical therapy service according to type of physical therapy 
Variables

Total

Experience of therapeutic exercise
Yes (n= 149)

No (n= 66)

p

(Unit: n %)

Experience of ultrasound therapy
Yes (n= 85)

No (n= 130)

p

Senior center access route
Thorough family

21 (9.76)

15 (10.07)

6 (9.09)

9 (10.59)

12 (9.23)

Thorough friends

84 (39.06)

58 (38.93)

26 (39.39)

0.265

31 (36.47)

53 (40.77)

Thorough staff in senior center

15 (6.97)

14 (9.40)

1 (1.52)

4 (4.71)

11 (8.46)

Thorough media

11 (5.12)

7 (4.69)

4 (6.06)

7 (8.24)

4 (3.08)

Her/ himself

84 (39.06)

55 (36.91)

29 (43.94)

34 (40.00)

50 (38.46)

< 1 hour

7 (3.25)

4 (2.68)

3 (4.54)

5 (5.88)

2 (1.54)

1-3 hours

74 (34.43)

57 (38.26)

17 (25.76)

19 (22.35

55 (42.31)

3-5 hours

85 (39.53)

55 (36.91)

30 (45.45)

33 (38.82)

52 (40.0)

All day

49 (22.79)

33 (22.15)

16 (24.24)

28 (32.94)

21 (16.15)

< 1 year

24 (11.16)

17 (11.41)

7 (10.61)

8 (9.41)

16 (12.31)

1-3 years

30 (13.96)

26 (17.45)

4 (6.06)

6 (7.06)

24 (18.46)

3-5 years

41 (19.07)

25 (16.78)

16 (24.24)

24 (28.24)

17 (13.08)

≤ 5 years

120 (55.81)

81 (54.36)

39 (59.09)

47 (55.29)

73 (56.15)

0.407

Day hours of senior center stay
0.290

0.001†

Period of senior center visit
0.080

0.021*

Weekly frequency of senior center visit
1

2 (0.93)

1 (0.67)

1 (1.52)

1 (1.18)

1 (0.77)

2

22 (10.23)

15 (10.07)

7 (10.60)

0.718

7 (8.24)

15 (11.54)

3

49 (22.79)

32 (21.48)

17 (25.76)

13 (15.29)

36 (27.69)

4

48 (22.33)

32 (21.48)

16 (24.24)

20 (23.53)

28 (21.54)

5

94 (43.72)

69 (46.31)

25 (37.88)

44 (51.76)

50 (38.46)

To meet friends and hear news

9 (4.18)

7 (4.70)

2 (3.03)

6 (7.06)

3 (2.31)

To eat and use cheaper

6 (2.79)

4 (2.68)

2 (3.03)

1 (1.18)

5 (3.85)

0.138

Reason for using welfare center

To participate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To manage health and recover
Etc

0.566

47 (21.86)

29 (19.46)

18 (27.27)

20 (23.53)

27 (20.77)

135 (62.79)

98 (65.77)

37 (56.06)

17 (55.29)

88 (67.69)

18 (8.37)

11 (7.38)

7 (10.61)

11 (12.94)

7 (5.38)

0.063

Time for physical therapy
< 20 minutes

6 (2.80)

4 (2.68)

2 (3.03)

2 (2.35)

4 (3.08)

20-40 minutes

42 (19.53)

23 (15.44)

19 (28.79)

12 (14.12)

30 (23.08)

40-60 minutes

127 (59.06)

87 (58.39)

40 (60.61)

59 (69.41)

68 (52.31)

< 60 minutes

40 (18.61)

35 (23.49)

5 (7.58)

12 (14.12)

28 (21.54)

1

26 (12.09)

11 (7.38)

15 (22.73)

7 (8.24)

19 (14.62)

2

91 (42.32)

61 (40.94)

30 (45.45)

37 (43.53)

54 (41.54)

3

59 (27.44)

44 (29.53)

15 (22.73)

18 (21.18)

41 (31.54)

4

18 (8.37)

16 (10.74)

2 (3.03)

9 (10.59)

9 (6.92)

5

21 (9.76)

17 (11.41)

4 (6.06)

14 (16.47)

7 (5.38)

1

113 (52.56)

72 (48.32)

41 (62.12)

40 (47.06)

73 (56.16)

2

66 (30.70)

47 (31.54)

19 (28.79)

26 (30.59)

40 (30.76)

Above 3

36 (16.74)

30 (20.13)

6 (9.09)

19 (22.45)

17 (13.08)

0.009†

0.093

Weekly frequency of physical therapy
0.008†

0.027*

Number of applied physical therapy
0.075

0.182

*p< 0.05, †p< 0.01.

련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보건소, 복지관 등에서 제공되는 지역단위의 공적 보건의료서비

특히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치료행위에 대한 만족도 조사뿐 아니

스에 대한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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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hysical therapy satisfaction by experience of type of physical therapy 
Satisfaction variables

(Unit: mean± SD)

Experience of
therapeutic exercise

Total

Experience of
ultrasound therapy

p

Yes (n= 149) No (n= 66)
Overall

4.73± 0.48

4.78± 0.42

4.61± 0.58

Effectiveness of physical therapy

4.56± 0.60

4.65± 0.54

4.35± 0.67

p

Yes (n= 85) No (n= 130)
0.015*
< 0.001

†

4.82± 0.42

4.66± 0.51

0.017*

4.68± 0.54

4.48± 0.63

0.014*

Pain relief by physical therapy

4.43± 0.65

4.50± 0.63

4.27± 0.67

0.015*

4.48± 0.69

4.40± 0.63

0.336

Kindness of physical therapist

4.84± 0.38

4.87± 0.34

4.77± 0.46

0.100

4.89± 0.31

4.80± 0.42

0.078

Through assessment of your problems

4.74± 0.49

4.73± 0.49

4.77± 0.49

0.464

4.81± 0.45

4.70± 0.51

0.118

4.53± 0.69

0.045*

4.78± 0.50

4.57± 0.58

0.009†

Clear explanation about your treatment given by physical therapist

4.65± 0.56

4.70± 0.49

Privacy respected during your physical therapy session

4.77± 0.43

4.76± 0.45

4.79± 0.39

0.373

4.82± 0.38

4.73± 0.46

0.186

General hygiene condition of the clinic

4.67± 0.53

4.69± 0.52

4.61± 0.57

0.490

4.72± 0.52

4.63± 0.54

0.301

Latest facilities in the clinic

4.05± 0.82

4.02± 0.86

4.12± 0.74

0.504

4.27± 0.85

3.91± 0.76

< 0.001†

Convenience of the clinic’s location

4.53± 0.63

4.57± 0.60

4.44± 0.70

0.161

4.62± 0.55

4.45± 0.67

0.028*

You would recommend this clinic

4.65± 0.54

4.66± 0.54

4.62± 0.60

0.713

4.68± 0.49

4.63± 0.57

0.730

You would return to this clinic

4.73± 0.54

4.77± 0.48

4.64± 0.65

0.078

4.80± 0.46

4.68± 0.58

0.144

*p< 0.05; †p< 0.01.

스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노인복지관에서 시행되

이용 편리성은 구조적으로 노인복지관 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고 있는 물리치료서비스는 일반적인 의료시스템과 다르게 상주하고

다.23 본 연구에서 초음파치료 경험 여부에 따라 최신의료장비와 치료

있는 의료진이 아닌 촉탁의가 발행한 처방전에 의해 물리치료서비스

실의 편리한 위치 등 시설의 편리성을 대변할 수 있는 영역에서 만족

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노인복지관 규모나 예산과 같은 문

도의 차이가 있었으며, 초음파 치료 경험 여부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제로 촉탁의가 없는 경우도 있고 촉탁의의 방문횟수나 시간이 적어

이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세부적인 물리치료 서비스의

충분한 진료와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노인복지관

질 향상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

물리치료서비스는 노인들의 필요성과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사회서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운동치료와 초음파 치료 이용경험이 있는

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일반 병의원과 차이가 있어 노인들

노인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물리치료의 효과에 대한 만족이 높은 것

의 서비스 만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노인

으로 조사되었다. 노인복지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 중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물리치료서비스에 대한 질적 향상과 노인복지

물리치료 서비스는 선행연구를 통해 일반적으로 노인복지관 기능회

관 현장에 부합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노인들이 수

복 사업 중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보고되고 있다.6,7 따라서 노인복

동적인 치료보다는 만성질환관리와 예방을 위한 운동요법을 이용한

지관에서 물리치료 종류 여부에 관계 없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수혜

치료를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이용자들의 치료 선호도 변화에 따라

받는 행위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물

일부 물리치료학과에서는 전공과목으로 운동처방을 채택하고 있기

리치료사의 설명력에 대한 만족이 운동치료 또는 초음파치료 경험이

도 하다.21 운동처방에 대한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노인의 체력을

있는 노인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평가하고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그룹운동 프로그램과 같은 노인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운동치료와 초음파치료 경험이 있

위한 전문적인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고안하여 노인의 요구에 충족

는 노인의 경우 물리치료사의 친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물리치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료사는 많은 시간을 환자와 직접 접촉하며 치료와 교육 업무를 수행

노인복지관 물리치료 서비스 만족도를 물리치료 효과성, 물리치료

한다.24 온열치료, 전기치료와 같은 다른 치료방법과 치료사-환자와의

사의 전문성, 물리치료실 유효성으로 분류한 선행연구에서 온습포,

접촉시간을 비교할 수는 없으나 운동치료와 초음파치료는 다양한

초음파, 견인, 적외선, 운동치료 중 물리치료를 경험한 개수가 증가할

물리치료 가운데 물리치료사와 환자의 접촉 시간이 길고 교감이 많

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운동치료나 초음파치료 경험

은 치료방법이다. 따라서 향후 노인복지관 기능회복 지원사업의 질적

이 있는 노인의 물리치료 경험 개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통

향상과 물리치료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물리치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단일 물리치료서비스 경험 여부에

료사가 직접 접촉하여 치료하는 시간을 증가시키고 충분한 중재 및

따른 각기 다른 12개의 만족도 항목에 대한 점수의 차이를 조사하여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치료사와 환자의

선행연구와 비교가 어렵다. 노인 복지관의 거리적인 접근성과 시설의

교류 시간을 증가시키도록 인적자원의 양적 충원을 위한 제도적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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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과 물리치료사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인력에 대한 관리운영

를 보인다.34 초음파 치료를 관절가동술 또는 스트레칭과 함께 10분

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물리치

적용하였을 때 통증 조절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며35 수근관증후군

료사들이 직무능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수교육, 직업

으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주 5일간 5분씩 2주간 초음파 치료를 적용

훈련과 같은 지속적인 교육활동이 지원되어야하며 교육 내용에는

하였을 때 통증감소 효과를 보고하였다.36 초음파의 적용 시간이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대화나 상담 방법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

횟수, 강도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물리치

을 것으로 사료된다.

료 이용 시간과 주간 이용 횟수로 유추해 보았을 때 초음파 치료의

운동치료는 기능부전을 예방하고 근력, 지구력, 심혈관계 기능, 운

충분한 적용이 어려워 통증조절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가 없었을 것

동성, 유연성, 안정성을 증가시키며 신체활동의 기능적 숙련도를 향

이라고 생각한다. 그 외 초음파 치료 경험 여부에 따라 최신 장비 시

상시키고 통증조절을 위해 수행된다. 노인복지관에서 물리치료사

설과 물리치료실 위치에 대한 편리성과 같은 장비와 시설 만족도에

가 노인에게 제공하는 운동치료는 수동운동, 능동보조운동, 호흡운

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선행연구에서는 노인복지관

동 그리고 그룹운동과 같이 다양한 형태이다. 또한 요통, 뇌졸중 물리

의 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학습시설, 예능시설, 편의시설, 건강

치료 교육과 같이 질환별 행동수정과 자가 운동방법에 대한 교육을

시설 가운데 물리치료실, 진료실, 상담실 등으로 정의된 건강시설에

제공하기도 하며 물리치료사가 맨손치료인 모빌라이제이션, 매니플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37 관련 요인으로는 실

레이션 등 다양한 치료서비스를 제공한다.26 본 연구의 결과에서 다

의 크기, 가구 및 집기의 위치와 동선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양한 형태로 운동치료를 경험한 대상자의 경우 통증완화에 대한 만

로 나타났다.37 유사한 연구결과로 의료기관의 검사장비나 치료장비

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노

와 같은 시설이 충분할수록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도 있다.38 본 연구

인의 다빈도 질환은 백내장, 치매, 폐렴을 꼽을 수 있고 이와 더불어

에서는 초음파 치료 경험이 있는 노인이 시설과 물리치료실 위치 편

무릎관절증, 척추병증, 등통증과 같은 통증과 신체기능 저하를 동반

의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선행연구와 직접적

하는 근골격계 질환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에게 중재하고 있

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으나, 초음파 기기를 이용하여 치료하는 과정

는 다양한 운동치료 프로그램은 기능향상과 통증감소에 대한 긍정

에서 최신 의료기기의 여부가 운동치료 경험과는 다르게 시설에 대

25

27

적인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28-31

관절가동술과 스트레칭 등으로 구성

한 만족도의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된 물리치료 프로그램은 노인의 호흡기능과 피로감을 개선시켰으

본 연구는 노인복지관에서 건강증진 및 기능회복 지원사업의 일

며, Kim 등 의 연구에서는 근력훈련, 복합적 운동 등 다양한 운동

환으로 수행되는 유형별 물리치료 서비스 경험 여부에 따라 이용자

중재 프로그램이 균형기능과 우울증, 근력향상, 자세조절능력 등에

만족도를 파악하여 노인복지관 물리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효과가 있다고 체계적 고찰 연구를 통해 보고하였다. Lim 의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유형별 물리치료 경험 여부에 따라 인력, 시

연구에서도 무릎골관절염을 가진 노인에게 적용한 재활운동 프로

설, 서비스 그리고 효과에 대한 만족도 정도에 차이를 보였으며 치료

그램이 무릎통증과 넙다리네갈래근의 근력향상 효과를 나타내었다

효과의 향상을 위한 연구와 치료적 중재 개발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고 보고하였으며, 노인에게 요부안정화 운동을 통한 허리통증의 감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방면의 질 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소효과를 보고한 연구도 있다.31 이들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

자 한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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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면 다양한 형태의 운동치료는 노인의 기능개선을 통해 일상생활동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먼저 조사자가 물리

작 개선과 통증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초

치료사로 조사과정에서 노인복지관 물리치료실 이용 대상자의 응답

음파치료가 통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

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각기 다른 지역의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고 있다.32,33 만성허리통증을 가진 환자에게 적용된 초음파 치료는 통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조사자 간 오차가 존재 하였을 것이다. 복

증개선과 삶의 질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법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

지관 간의 표준화된 운동치료와 초음파치료 프로토콜을 제공하지

시하지 못했으며 허리기능 개선에서는 효과가 있었지만 효과의 크기

않아 물리치료사 개인의 숙련도와 친절도에 따라 만족도의 오차가

가 작다고 하였다. 골관절염 환자에게 적용되는 초음파 치료는 발병

존재할 수 있다. 또한 각 치료를 경험한 대상자가 다른 치료를 받는 경

후 2-8주 사이에 적용 시 플라시보 그룹보다 통증 감소에 효과를 보였

우 이를 제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노인복지관에서 이루어지

으며 골관절염 환자에게 적용되는 초음파 치료는 부작용이 거의 없

는 물리치료의 세부적인 프로그램과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 이용

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음파 치료 경험에 따라 물리치료 효

자 만족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32

33

과에 대한 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통증감소 만족도에
는 차이가 없었다. 초음파 치료는 적용시간과 강도에 따라 다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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