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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Background: The Community-Based Participatory Research (CBPR) approach is recognized in the field

of health promotion as a way to optimize intervention for promoting health by taking into account specific

social, economical, and institutional situations of the community. However, the CBPR approach has not

been applied in the field of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Object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self-perceived satisfaction of therapists and

disabilities on the Short-term Intensive Home-based Rehabilitation (SIHR) program developed using the

CBPR approach as well as determine the points that need improvement.

Methods: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The SIHR program was

developed, applied, and evaluated by both the researchers and four therapists on the basis of the CBPR

approach. The SIHR program was administered to four disability for 1 hour a day, 2 or 3 times a week,

for 8 weeks, and their self-rehabilitation was monitored once a week for 4 weeks. After all intervention

period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by using a semi-structured questionnaire for the therapists

and disability.

Results: The therapists were satisfied with the contents of the SIHR program, such as behavioral

change technique and goal-directed training. They were also satisfied with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program through a community network. Disabilities were satisfied with the therapists’ persuasive and

emotionally interactive way of delivering the SIHR program as well as the individually customized

rehabilitation training and physical improvement. The short period (8 weeks) of the SIHR program was

noted by both therapists and disabilities as the part that needs improvement.

Conclusion: The SIHR program developed using the CBPR approach was feasible and satisfying to

therapists and disabilities. However, a longer SIHR program should be developed. Community networks

could help therapists effectively utilize community resources and thereby provide more rehabilitation

program for persons with di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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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장애인의 열악한 의료서비스 접근 기회는 1980년대

부터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어왔고, 현재까지도 해결

되지 않는 숙제이다. 2015년에 보고된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의 20.9%는 병원에 가고 싶으

나 가지 못한 ‘미충족의료(unmet medical needs)’의

경험이 있으며, 이에 대한 주요한 요인은 경제적 부담

(69.9%), 시간의 제약(20.9%), 그리고 교통의 불편(9.2%)

이다(Jeon과 Kwon, 2015).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기회 제한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1980년대 초반부터 지역사회중

심재활(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CBR)사업을

시행하였고(Khasnabis 등, 2010), 이후 현재까지 CBR

사업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의료서비스 기회

를 제공받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지역사

회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발전해 왔다

(Khasnabis 등, 2010).

이와 같은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보

건소 및 복지관을 중심으로 방문재활사업을 수행해

왔고, 2013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사

회통합건강증진사업 중 방문보건사업의 일환으로 방

문재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소 및 복지

관을 거점으로 한 방문재활사업은 아직 국가적 체계

가 미흡한 상태이다. 예를 들어, 2014년 국립재활원에

서 제시하고 있는 방문재활사업 지침에서는 방문재

활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이,

정기관리 대상자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의 서비스

를 제공할 것을 최소한의 지침으로 하고 있으나

(N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2014), 이와 같은 지

침만으로는 치료사에게 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실질적인 기능을 개선시

키고, 사회참여를 이끌어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

운 실정이다.

또한, 국내 상황에 맞는 방문재활사업 모델도 미흡

한 상태이다.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국가 공익사업 차

원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국내 방문재활사업의 특성과

제한점을 고려한 방문재활사업 모델이 제시된 바 없

으며, 현재 보건소나 복지관에서 방문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물리치료사(이하 ‘치료사’)의 수도 제

한적이며, 이들 조차 방문재활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짧은 기간 내에 예산확보와 치

료사 인력보충이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 보다 많은 장애인에게 의료접근권을

보장하고, 재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기반참여연구(Community-Based Participatory

Research; CBPR) 방법’은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적 혹은 제도적 환경을 감

안한 지역사회 맞춤형 방문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유용한 접근방법을 제시한다(Horowitz 등, 2009).

왜냐하면, CBPR 방법은 첫째, 연구자가 결정하는 연

구주제가 아닌, 지역사회에서 중요하게 인식하는 문

제를 연구주제로 다루기 때문이다. 둘째, 연구의 전

과정에 걸쳐서 연구자와 지역사회 파트너가 동등한

입장으로 연구에 참여하여, 각자의 지식을 교환하고,

그 지식을 임상과 지역사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

도록 통합 및 변형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이다(Horowitz 등, 2009). 이는 지역사회 파트너

가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최근 국내·

외 보건학 분야에서 CBPR의 적용방안과 건강불평

등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가 활발히 분석되어 보고

되고 있다(Salimi 등, 2012; Wallerstein과 Duran, 2010;

Yoo, 2009).

특히, 최근에는 체계적 문헌고찰이나 임상적 가이드라

인과 같은 ‘연구지식’들을 임상이나 지역사회 환경에 맞는

‘행동’으로이끌어내기위한‘지식행동화(Knowledge-To-Action;

KTA) 프로세스’가 체계화되어, CBPR 방법을 구체화하

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KTA 프로세스란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확인하여,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

한 지식을 식별하고, 식별된 지식을 지역사회에 맞

게 변형하여 적용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에 최적화된 지식을 생성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Graham 등, 2006). KTA 프

로세스는 최근 국외 재활분야 연구에서 활발히 적

용되기 시작하고 있다(Graham 등, 2006; Jones 등,

2015; Nanninga 등, 2015; Richardson 등, 2015; van

Twillert 등,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CBPR 방법에 입각하여 개발된 단

기집중 방문재활프로그램에 대한 만족요인과 개선점을

치료사와 대상자 각각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방

문재활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과정은 KTA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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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
Age

(year)

Type of

disability

Disability ratinga

(grade)

State of

cohabitant

Number of personal

assistant

Subject A Female 45 Cerebral palsy 1 None 3

Subject B Female 41 Spinal cord injury 1 With colleague 3

Subject C Female 42 Cerebral palsy 2 With family 1

Subject D Female 45 Stroke 3 With family None
adisability rating by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Table 2. Subject characteristics

Sex
Age

(year)
Current working place

Clinical experience

(year)

HRa experience

(month)

Role in the

study

Therapist A Female 44
Community health

center
20 12

General

manager

Therapist B Male 40

Branch office of the

community health

center

16 12 Educator

Therapist C Female 40
Community health

center
6 2 Provider of HR

Therapist D Female 35 Social welfare center 10 72 Provider of HR
ahome-based rehabilitation.

Table 1. Physical therapists’ characteristics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는 CBPR 접근방식에 입각하여 연구자와

지역사회 파트너가 동등하게 연구주제 설정, 방문재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과정에 참여하였다. 연구자는

본 프로그램의 적절성을 평가를 위해 방문재활서비스

제공 후 치료사와 방문재활대상자(이하 ‘대상자’)를 대상

으로 한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모든 연구대상

자들의 서명 동의하에 진행되었고, 고려대학교 윤리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받았다(승인번호: KU-IRB-14-76-A-2).

2. 연구대상자

가. 치료사

서울시 중구 보건소는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의

CBR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 장애인

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데이케어 센터, 장애인자립생활

센터, 구청 그리고 고려대학교 소속의 연구원으로 구성

된 지역사회재활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결성하였다. 협

의체는 회의를 거쳐 협의체에서 방문재활사업을 수행할

4명의 치료사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치료사는 협의체의

하위 기구인 방문재활팀의 팀원으로써 연구자와 함께 방

문재활프로그램을 개발, 중재 및 평가하였다(Table 1).

나. 대상자

대상자 모집은 눈덩이 표집방법(snowballing sam-

pling)을 이용하여 협의체에 소속된 기관에서 방문재

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을 추천 받

아, 연구자와 치료사가 본 연구의 선정기준에 부합된

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을 선정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

다. 방문재활대상자 선정기준으로는 치료사의 지시를

이해하고, 이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인

지능력을 갖춘 장애인으로 하였다. 총 5명의 장애인

이 모집되었으나, 1명은 중재를 시작한 이후 집중재

활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신체상태 저하로 중재를 완

료하지 못하였다. 장애유형은 뇌졸중, 뇌성마비, 척수

손상으로 모두 중추신경계 질환이었다. 장애 중등도

는 뇌병변 2급 혹은 지체장애 1급 등으로 모두 중증

이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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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절차

방문재활프로그램은 KTA 프로세스에 따라 ‘문제점

확인’, ‘필요지식 확인’, ‘지식적용 장애요인 식별’, ‘중

재방안 선택, 변형 및 적용’ 단계를 거쳐 개발되었다.

방문재활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과정과, 사전, 사후에 본

방문재활프로그램의 효과 평가를 위해 대상자를 대상

으로 양적 평가가 진행되었으나, 이는 다른 논문을 통

해 보고될 예정이고,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일련의

프로그램 개발 및 결과 평가 과정에 대한 만족요인과

개선점을 질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치료사와 대상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다음은 KTA프로세

스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및 결과 평가진행 과정이다.

가. 문제점 확인

연구자와 치료사 미팅에서 치료사들은 이전 방문물

리치료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상자들이 중증 만성 장애

인인 경우가 많아, 재활의지가 결여되어 재활훈련에

적극적이지 않은 점을 문제점으로 제기하였다. 또한,

방문물리치료 대상 장애인의 질환 유형과 중증도가 다

양함으로 인해 단일 질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중재

방법들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과, 중재 후의 개선정도

를 측정하기 위한 공통된 평가방법을 찾기 어려운 점

을 문제점으로 언급하였다.

나. 필요지식 확인

연구자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지식을 검토하고, 이들 지식을

방문재활프로그램에 도입할 것을 치료사에게 제안하였다.

첫째, ‘행동변화기술(Behavioral Change Technique; BCT)’

(Abraham과 Michie, 2008)을 도입함으로써 대상자가 재활의지

를 높이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둘째, ‘목적 지향적

훈련(Goal-directed Training; GOT)’(Mastos 등, 2007)을 도입

함으로써 대상자 스스로 개선을 희망하는 일상생활기능을 정

하고, 치료사는 해당 일상생활기능 개선을 집중 재활기간 동

안의 목표로 삼아 재활훈련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셋째, ‘환자 특이적기능평가(Patient-Specific Functional Scale;

PSFS)’(Nicholas 등, 2012)를 도입함으로써치료사와대상자가

재활훈련의목표로정한일상생활기능의개선정도를대상자가

주기적으로자가평가할수있는방안을검토하였다.

1) BCT

Abraham과 Michie(2008)은 사람들의 행동변화를

위한 중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행동변화

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된 26가지 BCT를 집대성

하였다. 이들 전략은 합리적 행위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계획적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사회인지이론(Social-Cognitive Theory)을 포함한 다양

한 사회심리학 이론에 기반한 것들이다. BCT의 주요한

내용으로는 건강행위에 따른 결과와 관련한 정보제공,

건강행위와 관련한 사람들의 견해 공유, 목표 설정 및

진행경과 자가 모니터링, 과제 난이도의 점진적 향상,

교육제공, 건강 행위 결과에 대한 피드백 제공, 스트레

스 관리, 후속관리, 환경 재설계, 사회적 지지와 격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Abraham과 Michie(2008)의

26개 BCT를 다시 40개 전략으로 세분화하고, 구체적인

적용방법을 기술한 Michie 등(2011)의 BCT를 적용할

것을 검토하였다.

2) GOT

GOT는 ‘과제 특이적 훈련(Task-specific Training)’,

혹은 ‘과제 지향적 훈련(Task-oriented Training)’이라고

도 불리며, 장애인이 스스로에게 의미 있는 일상생활기능

을 다시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방식이다. 이

는 운동조절 이론들 중 개인의 역량과, 환경 그리고 목표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움직임 패턴이 결정된다고 가정하

는 시스템 이론(System Theory)에 기반하고 있다(Kleim

과 Jones, 2008; Krakauer, 2006; Mastos 등, 2007; Winstein

등, 2014). GOT는 (1) 대상자에게 의미 있는 목표를 선정

하고, (2) 대상자의 신체기능 상태를 평가하여, (3) 그에

맞는 중재를 적용한 이후, (4) 결과를 평가하는 4가지 요

소로 구성된다. GOT는 뇌성마비 및 뇌졸중 환자의 일상

생활기능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3) PSFS

PSFS는 대상자가 개선을 희망하는 일상생활기능의

개선정도를 자가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이다

(Nicholas 등, 2012). 치료사는 대상자에게 장애로 인해

수행이 불편한 일상생활기능들을 나열하게 한다. 대상자

는 각 활동에 대해 0∼10 척도(0: 활동할 수 없음, 10: 질

환발생 이전 정도의 수준으로 활동할 수 있음)로 평가한

다. PSFS의 최종 점수는 세가지 활동 값의 평균값이다.

다. 지식적용 장애요인 식별

연구자와 치료사 회의에서 단계 2의 연구지식을 지

역사회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장애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식별되었다. 첫째, 치료사 인력부족이다. 연구기

간 동안 실제 프로그램을 중재하는 치료사는 2명이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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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Action Noa Behavioral change technique 1wb 2w 3w 4w 5w 6w 7w 8w

1 1, 2 Provide information on consequences of

behaviour
○

2 4 Provide normative information about others’

behaviour
○

3 5, 6 Goal setting on behavior and outcome ○

4 25 Agree behavioral contract ○

5 7 Action planning ○

6 9 Set graded tasks ○ ○ ○ ○

7 21 Provide instruction on how to perform the

behavior
○ ○ ○ ○

8 22 Model/demonstrate the behavior ○ ○ ○ ○ ○ ○ ○

9 16, 17 Prompt self-monitoring of behavior &

behavioral outcome
○ ○ ○ ○ ○ ○ ○

10 10, 11 Prompt review of behavioral and outcome goals ○ ○ ○ ○

11 19 Provide feedback on performance ○ ○ ○ ○

12 8 Barrier identification/problem solving ○ ○ ○

13 24 Environmental restructuring ○ ○ ○

14 36 Stress management/emotional control training ○ ○ ○

15 29 Plan social support/social change ○

16 27 Plan follow-up prompts ○
anumber of behavioral change technique adopted from 40 items of Michie et al (2011), bweek.

Table 3. Behavioral change techniques of the short-term intensitive home-based rehabilitation program

들 또한 전체 업무 중 50%만을 방문재활 업무에 할애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둘째, 대상자의 인지능력이다. BCT, GOT,

PSPF는 모두 대상자의 인지능력이 심각하게 손상되지 않은

상태에게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대상자의 낮은 인지능력은

이들지식을적용하기어려운장애요인으로식별되었다.

라. 중재방안 선택, 변형 및 적용

연구자와 치료사 회의를 통해 연구자가 제안한 지식

들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상황 및 장애요인을 감안한 방

문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연구자와 치료사는 개발

된 방문재활프로그램에 대해 치료사 교육을 진행하였

다. 장애요인을 감안하여 대상자 선정기준을 결정하고,

이들에게 방문재활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1) 단기집중 방문재활프로그램 개발

치료사 인력부족을 감안하여, 8주간은 치료사가 주

2∼3회 대상자의 가택에 방문하여 집중적으로 재활서

비스를 제공하고, 이후 4주간은 대상자가 자가 재활

을 수행하는 동안 치료사가 주 1회 전화 모니터링을

하는 방식의 방문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은 적은 치료사 수로 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방문재활프로그램을 접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BCT에 GOT와 PSFS를

접목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자와 치료사 회의

를 통해 Michie 등(2011)의 40개 BCT 중 지역사회에

적용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한 16가지 전략을 선

택하였다. 치료사는 각각의 전략들이 몇 주차에 적용

되어야 하는지를 사전에 계획하였다. 예를 들어, 2주차

에 치료사는 대상자가 일상생활기능 중 현재 가장 불

편하여 개선을 희망하는 사항 3가지를 결정하도록 요

청하고, 3주차부터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단계적 활동

계획을 수립 및 적용하였다. 대상자는 3가지 일상생활

기능의 개선정도를 PSFS를 이용해 2주 단위로 자가

평가하였다(Table 3).

2) 치료사 교육

연구자는 치료사들에게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16가지

BCT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예시를 소개하였다.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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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사A와 B는 치료사 C와 D에게 세 차례에 걸쳐 GOT

에 기반한 재활훈련을 교육하였다.

마. 모니터링

치료사는 집중재활 및 자가 재활기간 동안 대상자가

2주마다 PSFS를 수행하도록 요청하였다. 자가 재활 기

간 중 대상자에게 적절한 과제를 부여하고, 과제 수행

여부 및 수행 후 통증정도를 재활일기장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치료사는 과제 수행여부 및 장애요인 확인을

위해 주 1회 전화로 모니터링 하였다.

4. 자료수집

연구자는 4명의 치료사와 4명의 대상자에게 개별 심

층면담을 진행하였다(Creswell, 2007; Krefting, 1991).

개별 심층면담은 자가 재활 기간 종료 후 일주일 안으

로 각 치료사와 대상자가 선호하는 시간에, 보건소 혹

은 대상자의 가택에서, 연구자와 치료사 혹은 대상자의

직접 대면으로 1인당 1회에서 2회 이상 수행하였고, 1

회 면담 시간은 1시간가량 소요되었다. 모든 면담 내용

은 치료사와 대상자의 동의하에 녹취되었다. 심층면담

은 연구자가 반구조화된 면담지를 사용하여 개방적 질

문을 하고, 치료사 혹은 대상자가 이에 대해 자유롭게

응답하는 형식으로 수행되었다. 질문 범주는 다음과 같

다: ① “본 프로그램을 수행한 결과 만족스럽다고 느끼

신 점은 무엇입니까?”, ② “본 프로그램을 수행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신 점은 무엇입니까?”

5. 자료분석

녹취된 면담내용은 두 명의 연구자들이 각각 필사

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판단에 의해 의도적으로 특

정 문장만 선택적으로 필사하는 것을 방지하였으며

(Patton, 1990), 필사 자료가 완성된 이후에는 각 연구

자가 자신이 필사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어가면서

탐색하고자 하는 현상과 관련된 부분에 밑줄을 그어

가며,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하였다. 두 연구자 간의

논의를 통해 도출된 진술을 주제와 범주로 분류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들 사이에 주제와

범주의 타당성이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이를

재분류 및 조직화하여 관심 있는 현상에 대해 통합적

으로 기술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의 타

당도 검증을 위하여 치료사 및 대상자에게 통합적으

로 분류된 주제와 범주 그리고 관련된 진술들을 설명

하여 그 내용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Ⅲ. 결과

본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요인과 개선 점과 관련하여,

치료사의 경우에는 주로 재활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정

과 내용에 대한 주제가 도출되었다. 반면, 대상자의 경

우에는 만족요인으로 치료사 및 활동보조인과의 관계와

관련된 주제도 도출되었다. 심층면담을 수행한 결과 도

출된 주제 및 범주는 Table 4에 요약되어 있다.

1. 치료사가 인식한 만족요인

치료사들은 대상자에게 맞춤형 방문재활서비스를 제

공한 점과 평가의 질이 향상되어 이를 기반으로 근거중

심 치료가 가능했던 점, 행동변화전략을 도입함으로써

방문재활활동에 기준점이 마련된 점, 지역사회 네트워

크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다고 인식하였다. 이와 같은 시도의 결과로 치료사

인력부족 문제가 부분적으로 해소될 수 있었고, 대상자

의 신체기능도 개선되었다고 하였다.

가. 맞춤형 재활훈련으로 인한 재활동기부여

대상자가 희망 개선사항을 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

춤형 재활훈련을 수행했던 것에 대해 모든 치료사가 만

족하고 있었고, 이와 같은 방식은 병원에서의 획일적인

훈련방식과 차별화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재활

일지는 대상자가 자가 모니터링 하는 방법으로 유용하

게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뇌성마비 분들은 대게 본인이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시더라고요. 대상자 희망 개선사항을 물어보았을

때 목표를 결정하는 것이 확고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목표 같은 거 여쭈어보았을 때 ‘내가 이런 목표가 있어,

이런 거 달성하고 싶어’ 라는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걱정했거든요. (본인들이 잘) 안되셔서 답답했던 부분들

을 늘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치료사C)

“(대상자들 말을 들어보면) 병원에서는 무조건 걷는

훈련을 시킨대요. 여기서(방문재활)는 본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해서 했잖아요. 저는 속으로 ‘잘 앉지도 못

하는데 걷게 하네....... 이분은 밥 먹기를 원하시는데, 걷

게 하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치료사C)

“맞춤형 재활일지를 가지고 한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대상자)에게 맞는 추천 운동 그림을 재

활일지에 붙여줘서 따라 하도록 하고, 우리는 숙제 검

사하듯이 재활일지를 확인하고……. 이런 방식이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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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Main themes

Therapists

Factors affecting satisfaction

Individually customized rehabilitation training

Improved quality of assessment & provided guidelines

Efficient use of resources through community network

Resolved problem of limited human resources

Improved physical function of the subject

Self-perceived supplement points

Extension of the training period & increase the frequency

More detailed guideline for rehabilitation training

Recruitment of the subject through community network

Lead for the subject’s participation in community activities

Subjects

Factors affecting satisfaction

Individually customized rehabilitation training

Routinely provided rehabilitation training

Emotional interaction with therapist

Improved need-supportive environment

Self-perceived improved physical function

Self-perceived supplement points

Rehabilitation training by the therapist

Continuously provided rehabilitation training

Enjoyment factor to the training

Table 4. Main themes about factors affecting satisfaction and supplement points

도 좋고, 본인(대상자) 반응도 좋고, 내가(대상자가) 관

리 받고 있다는 느낌도 드는 것 같고요. 우리도 그 대

상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때 이것(재활일기장)을 근

거자료로 참고 할 수 있었고요.” (치료사A)

나. 평가의 질 향상과 치료사를 위한 가이드 마련

평가방식을 세분화하고, 주기적으로 평가를 수행함으

로써 대상자의 의미 있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고, 치

료사도 이를 근거로 재활훈련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하

였다. 또한,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치료사는 평

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이번 방문재활활동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

는 부분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문서화시키다 보

니까 근거에 기반해서 치료하는 모습들이 보였다는 점이

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상자 분들의 결과(신체기능

개선 효과)도 좋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접근방식 자

체의 질도 매우 양질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치료사B)

“(이번에는) 평가에 의미를 많이 부여했잖아요. 그러면

서 ‘아 이래서 평가를 다양하게, 자주 해야 하는구나’ 하

는 것을 느꼈어요. 평가를 한번 해서는 대상자의 정확한

상태를 캐치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자주 평가하다 보니 자

연스럽게 계속 시진(inspection)하게 되고, 치료를 하면서

도 평가하는 눈으로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치료사C)

행동변화전략을 통해 프로토콜이 체계화되어 있어서

계획한 시점에 전략들을 적용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였

다. 이는 치료사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가이드가 되었고, 치료사 간에 제공하는 서비

스를 통일시킬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하였다.

“‘중심’이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지난주엔

뭘 했고, 다음 주에 이런 것을 할 예정이니까, 이번 주

에는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서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

는 거죠. 그리고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도 다

시 한 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집중관리

기간이 끝날 때쯤에 다른 외부자원이 필요한 것이 있는

지 대상자에게 물어보게 되고, 외부기관 연계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게 되더라고요.” (치료사D)

“주차 별로 행동변화전략 가이드가 없었다면, 어떤

부분은 잊어버릴 수도 있고,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번 주차에는 어떤 것

을 해야 한다는 걸 미리 결정하고 나서 방문하니까, 우

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었던 것 같

아요. 그리고 환자의 동기가 떨어질 때쯤 우리가 어떻

게 해주어야 하는지도 알려주고, 집중 강화관리 기간이

끝날 때쯤 대상자가 혼자서 (재활훈련)하는 방법을 습

득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해 주어야 한다는 점도 알게 되

었어요.” (치료사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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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사용

지역사회에서 방문재활 관련 사업을 하는 기관들이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서비스 혜택이 중복 및

누락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었고, 각 기관의 치료사

가 혼자서 결정해야 했던 사항을 논의를 통해 결정함

으로써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었다고 하였다.

“늘 재활사업을 하면서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가 중

복이 되더라고요. 재활 관련 기관들이 많은데, 각자 개

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어떤 대상자에 대해

서 중복적으로 서비스가 나갈 수도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서비스가) 누락이 될 수도 있고....... 이번에는

지역사회에서 같은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하

고 연계를 함으로써, 서비스 누락이나 중복이 배제될

수 있었고, 지역사회의 재활사업에 대한 틀을 같이 가

져갈 수 있었던 면이 좋았어요.” (치료사A)

“(대상자들의) 케이스는 다양한데, 전문 인력은 많지

않고, 그나마 있는 전문 인력도 따로 떨어져 있다 보

니까 모든 것을 (한 명의 치료사가) 혼자서 결정을 해

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치료사가

모여서 의견을 모으다 보니까 훨씬 좋은 의견들이 나

오고, 서로 자문도 구하고, 의견도 조절해 가면서 서비

스 질이 좋아진 것 같아요.” (치료사B)

라. 치료사 인력부족 문제 해결

기존에는 한번 방문재활 대상자로 정해진 장애인에

게 정해진 기한 없이 지속적으로 방문재활서비스를

제공했었으나, 이번에는 집중 방문재활프로그램을 통

해 정해진 기한 내에서 집중적으로 재활훈련 한 이후

에는 자가 재활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치료사 인력부

족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저(치료사)는 한정적인데 대상자가 계속 늘거나 하

면 그분들을 다 케어할 수가 없으니까 시스템을 이런

식(단기 집중 재활훈련 후 자가 재활로 전환되는 방

식)으로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에서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교육을 해서 본인이

케어를 스스로 하시면 굳이 제가 가서 무언가를 더 하

는 것보다....... 말하자면 관리만 해드려도 괜찮으신 것

같아요.” (치료사D)

마. 대상자의 신체적 개선

신체기능의 향상을 인식하는 대상자도 있었고, 본인

의 건강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대상

자도 있었으나, 치료사가 실제 평가한 결과로 판단했을

때, 대체로 신체 기능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인이 좋아진 걸 딱딱 알아차리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되면, “선생님 저 이거 되요” 하시거든요. 그리고

2주 지나니까 “선생님, 이게 되면서, 반대쪽 경직도가

떨어져요” 까지 말씀하세요. “그걸 어떻게 알죠?” 라고

여쭤보니까, 이런 동작할 때 반대쪽이 뻗치고 그랬었는

데 그게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치료사C)

“본인이 생각하기에 작년부터 컨디션이 계속 나빠지

고 있다고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가 재

활 기간 동안 근력이 많이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으셔서, “생각보다 좋으신데요” 했더니,

나름 꾸준히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치료사D)

2. 치료사가 인식한 개선점

치료사들은 방문재활 기간 연장 및 횟수 증가가 필

요하다는 점, 더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점, 지역

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대상자가 선정되어야 한다는 점,

방문재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를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개선점으

로 인식하였다.

가. 방문재활 기간 연장과 횟수 증가

치료사들은 대상자를 집중재활에서 자가 재활단계로

전환시키기에 8주는 충분하지 않은 기간이었다고 판단

하였다. 적어도 3개월 이상 집중 재활훈련이 수행되고

그 이후 단계적으로 자가 재활단계로 돌입하는 것이 적

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예전보다는 집중 치료였지만 기간 면에서 조금 아

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가용인력이 더 있다면, 횟수

도 조금 더 늘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재활병

원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짧아도 3개월 정도(는 필요해

요)...... 그 정도면 그래도 무언가 자리 잡을 수 있지 않

을까 (생각합니다)......” (치료사B)

“조금 더 길어도 될 것 같아요. 주 2회 나간다고 가

정하면, 최소한 3개월 정도(는 필요해요)...... 그리고 3개

월이 지났는데도 본인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든지,

치료사가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거기서 좀 더

연장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

니면 그때는 횟수를 줄여서 2주에 한번 나가는 정도로

동의가 가능하면 그것도 좋고요. 그렇게 천천히 손을

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치료사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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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더 구체적인 방문재활 수행지침

행동변화전략의 적용방법이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고 하였다. 예를 들어 필요에 따라서는 대상자와의 합의

하에 훈련 기간 도중에도 단기목표를 변경할 수 있다는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방문 일정을 정

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지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저는 사실 행동변화전략이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대상자마다 상황이 틀리니

까 쉽지는 않겠지만....... 전략 수가 많은 거는 크게 문

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 중에서 제가 (필요

한 것을) 골라서 쓰니까....... 이번에도 제가 (주차 별로)

원래 계획된 것(전략) 이외에도 필요하면 다른 주차의

전략을 가져다 썼었거든요. 동기가 떨어지시는 것 같으

면, 동기부여를 좀 더 해드린 다든지.......” (치료사D)

“대상자C분이 (방문재활이) 한 달 조금 지났을 때쯤 허

리가 계속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중간에 이정도 운동해

주시면 좋다고 말씀 드리긴 했는데 그게 통증에 특별히

효과가 있지 않았나 봐요. 그 상태에서 팔 운동을 계속

하셨던 것이 동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그때쯤 팔 말고 허리통증 감소로 목표를 변경하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목표는 중간에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개념이 그때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치료사C)

다.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대상자 선정

지역사회에서 방문재활 관련 사업을 하는 기관들은

서로 다른 대상자 선정기준이 있으므로, 이들이 네트워

크를 형성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면, 보다 많은 장애인

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차후에는 지역사회에서 같이 협의해서 대상자를 결정

하면 한 기관에서 다 소화하지 못해서 누락되는 대상자

들께 좀 더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체계

들을 지역사회 기관이 합의하고 같이 만들어 가는데 의

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만든 체계니까 그 사

람들도 동참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같이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소통하기가 편해지거든요.” (치료사A)

“복지관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목표는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향상이라면, 보건소는 일반 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대상자잖아요. 사실 저소득층이어서 의료적인 혜

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지만, 분명히 돈이 있어도 병원

에 가기가 힘든 여건이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는 보건소에서 (방문재활을) 나가면 좋죠. 각 기관이 차

별화된 기준으로 대상자를 모집한다면 서비스 수혜자의

중복이나 누락이 줄어들 것 같아요.” (치료사D)

라. 대상자 지역사회 참여유도

방문재활 기간 이후에는 지역사회 참여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다.

“이분들이(대상자 분들이) 이번에 집에서 이와 같이

하는 방식이 습득이 되었다면 내년에는 보건소로 나오

시도록 유도해서 상태가 유사한 분들끼리 그룹핑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방문재활을 했던 사람들을 위한 자

조모임을 하나 만들어서 (보건소에서 그분들끼리) 스스

로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해요. 그렇게 점차

적으로 지역사회로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해

요.” (치료사A)

3. 대상자가 인식한 만족요인

대상자는 본인의 장애유형과 중증도에 맞는 재활훈

련 및 자가 재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정기적으

로 재활훈련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치료사와의 정서적

교감, 치료사의 권유적 태도, 치료에 대해 활동보조인에

게 당당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 등을 좋았던 점으로 인

식하였다. 신체기능이 개선되었다는 대상자도 있었다.

가. 맞춤형 재활훈련 및 자가 재활 교육

자신의 장애유형과 상황에 맞는 재활치료와 훈련을

받은 점이 좋았다고 인식하였고, 이와 같은 서비스는

병원이나 장애인 시설에서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서비

스와 다르다고 하였다.

“저는 뇌성마비인데 나의 유형과 등급에 맞는 치료

가 필요해요. 뇌성마비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걷고 싶어 하거든요. 이번 방문

재활은 제가 필요한 것들을 위주로 해 주니까 좋았어

요. 병원에서는 걷기 위주였는데, 저는 굳이 걷는 게 필

요하지 않거든요. 병원에서는 제가 필요한 것을 얘기할

기회가 없었어요.” (대상자A)

“제가 14년 정도 가평 꽃동네에 있는 시설에서 공동

체 생활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있으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움직여야 하고, 다수에 의해 소수가 희생이 되는

형태이었기 때문에, 제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더라고요. 거기에도 물리치료 (기구)나 그런 것이 다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제가 경추 4∼5

번이 다쳤는데, 앉아서 팔 당기기를 하면 엉덩이가 쓸

려서 욕창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다시 누워있어야 했

거든요. 그래서 (욕창 때문에) 팔 운동을 한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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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지도 못했어요. 이번에 이런 방식으로(누워서 팔

당기기) 운동할 수 있다는 것은 저한테 엄청난 충격

이었어요.” (대상자B)

나. 정기적인 재활치료 수급

병원에서의 치료만으로는 치료에 큰 도움이 안 되

는데, 방문재활서비스가 이를 보완할 수 있어서 좋다

는 의견이 있었다. 어떤 대상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

는 일이 거의 없어 방문재활서비스가 정기적인 재활치

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였다.

“병원에서는 일주일에 한번만 (치료를) 했는데 여기

서는(방문재활은) 일주일에 두 세 번씩 하고, 병원은

30분인데 여기는 한 시간이니까 그게 좋았던 것 같아

요. 병원에서 일주일에 한번 하는 걸로는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대상자A)

다. 치료사와의 정서적 교감

치료사가 직접 방문해 준 것 자체가 고마웠고, 치료

사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마음이 재활훈련의 동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저 개인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집에 와 주셔서 굉장히

고마웠어요. 친구들도 바빠서 만나기 힘든데, 선생님께서

일주일에 두 번씩 꼭 오셔서 말벗도 되어주고, 그리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분들께 너무 고마웠어요.” (대상자C)

“선생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더 많

았어요. ‘시간 내서 해주시는데 이럴 때 좋은 모습을 보여

드려야겠다.‘ 하고요. 선생님 오셔서 체크하시고 “아유∼

많이 하셨네요.” 라고 해주시니까....... 혼자서는 일이 있으

면 핑계 대고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대상자B)

재활훈련 시 치료사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아

니라, 필요한 것을 물어보고, 재활훈련의 필요성을 설득

시켜 주어서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설득력이 있어서 좋았어요. 처음부터 “이거 해, 저거

해” 하고 강요하면 장애인도 불쾌한 기분이 들거든요.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하고 처음에는 설득을 시켜

서 두세 번 받아보게 하고, 그래도 싫어하면 어쩔 수 없

는 거죠.” (대상자A)

라. 향상된욕구지지환경(need-supportive environment)

집중 방문재활 기간 동안에는 치료사가 와서 재활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과제도 내주기 때문에 활동보조인

과 있는 시간에 자가 재활훈련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기

가 덜 미안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선생님께서 집에 오시면 제가 활동보조인 선생님께

도 편하게 운동을 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숙제를 내주시니까 재활일지에 적어야 하고....... 만약

그런 것이 없으면 활동보조인 선생님과 둘이 있을 때

제가 운동하고 싶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

럴 때는 그냥 (운동을 안 하고) 지나가요.” (대상자B)

마. 신체기능 개선에 대한 자가인지

대상자 중 한 명은 신체기능이 개선된 것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였다.

“우선 가장 먼저 제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니까 스

스로 하게 되요. 제가 왼손으로 젓가락질이 안 되었어

요. 그런데 이제는 젓가락질을 잘 하게 된 것을 스스로

체크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지금은 혼자 밥도 먹고, 세

수도 한 손으로 하고....... 방문재활 이후에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대상자A)

4. 대상자가 인식한 개선점

대상자들은 자가 재활훈련보다는 치료사에 의한 재

활훈련을 선호하였고, 단기 집중이 아닌 지속적인 방문

재활서비스 수급을 희망하였다. 재미요소가 가미되었으

면 하는 의견도 있었다.

가. 치료사에 의한 재활훈련

대상자들은 대체로 치료사 방문 없이 자가 재활 형

태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치료사가 직접 ‘만져주는 것’을

선호하였다.

“전화보다는 직접 (선생님이) 오셔서 (치료)해주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남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 움직이기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몸을 만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상자A)

“저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씩은 (치료사가) 와주었으

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장애유형이 기능

문제 보다 통증이 더 많으니까 치료사님께서 오셔서 아

픈 곳을 만져주면 그나마 좀 덜하더라고요. 안 오셨을

때 우리끼리(활동보조인과 본인이) 운동을 하라는 대로

하는데도 (치료사) 선생님이 만져주셨을 때하고는 차이

가 나더라고요.” (대상자B)

나. 지속적인 방문재활

대상자들은 단기 집중적으로 재활훈련을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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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하는 것 보다는 간헐적으로라도 지속적으로 방문재

활서비스를 수급하기를 희망하였다.

“집중적으로 단기간 하기 보다는 간헐적이더라도 지속적

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기간을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요. 간

헐적이더라도 월 2∼3회는 되었으면 좋겠고요.” (대상자A)

다. 재미요소

대상자 중 한 명은 재활훈련에 재미요소가 가미되기

를 희망하였다.

“재미도 있으면 좋겠죠. 새로운 형태의 병원을 보니

까 컴퓨터 게임으로 (재활훈련)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걸로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대상자A)

Ⅳ. 고찰

본 연구는 국내 현황에 맞는 방문재활프로그램을 개

발하고자, CBPR 방법을 사용하여 단기집중 방문재활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치료사와 대상자 심층면담을 통해

프로그램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입한

CBPR 방법과 KTA 프로세스는 지역사회 구성원과 임

상가가 연구지식들을 지역사회 및 임상 현장의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 및 평가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

입한다는 점에서 기존에 연구자 주도로 모든 연구과정

을 진행하는 전통적인 방식과는 다른 연구 패러다임이

라고 할 수 있다(Horowitz 등, 2009). 이들 방법이 지역

사회 기반 재활관련 연구에서 적용된 사례는 아직 많지

않으나, 지역사회의 사회·경제 및 제도적 한계 안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중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향후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치료사 심층면담 결과, 치료사들은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본 프로그램을 개발, 적

용 및 평가하였던 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감을 느

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다양한 평가방법

을 주기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근거에 기반한 재활훈련을

수행할 수 있었고, 이는 치료사에게도 학습의 기회가

되었다고 하였다. 행동변화전략은 치료사가 재활훈련을

수행하는 동안 ‘기준점’ 역할을 하였고, 치료사 간에 방

문재활 활동의 내용과 범위를 통일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기존

에 방문재활 치료사 한 명이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하는

부담감에서 해소될 수 있었고, 지식과 자원을 여러 관

련 기관이 공유함으로써 향후 연계를 할 수 있는 계기

가 마련되었다고 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역

량이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기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

다. 이와 같이 방문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전략 및 평가 방법에 대해 치료사들의 만족감이

높은 이유는 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 치료사들

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지역사회 상황에 맞도록 변형

하였고, 따라서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이해가 높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대상자들의 경우에는 치료사와 활동보조인 지지 차원

에서 만족감을 느꼈던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상

자는 치료사가 직접 와서 관심을 가져준 것 자체에 ‘고

마움’을 느꼈고,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고 하였다. 또한, 치료사의 권유적인 어감이 좋았다고

하였다. 치료사와 대상자의 정서적 교감과 치료사의 권

유적 어감은 대표적인 행동동기 이론인 자기결정성이론

(Self-determination Theory)에서 가정하는 ‘관계성(rel-

ationship)’과 ‘자율성(autonomy)’ 욕구를 지지하는 활동

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Deci와 Ryan, 1985;

Deci와 Ryan, 2000). 자기결정성이론에 따르면, 사람에

게는 ‘자율성’, ‘관계성’, ‘유능감’이라는 세 가지 기본 욕

구가 있는데, 세 가지 기본욕구가 만족되어야 비로소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 행위를 수행한다고 한다(Deci와

Ryan, 1985). 따라서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는 세 가지 기본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환경을 제

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대상자 심층면담 결과에

따르면, 치료사는 대상자의 관계성과 자율성 욕구를 만

족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

은 결과는 BCT 내용 중 대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

공하고, 개선희망 사항을 대상자에게 문의하고, 장애요인

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대상자와 함께 모색하는 활

동 등이 대상자의 기본적인 욕구를 효과적으로 만족시킨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신체기능이 개선되었다고

인지했던 대상자는 한 명뿐으로 ‘유능감’ 욕구는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치료사와 대상

자가 공통적으로 개선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짧은 집중 재활훈련 기간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개선 점에 대해서는 치료사와 대상자가 부분적으로

대비되는 입장을 보였다. 즉, 8주간의 집중 재활훈련 기

간이 짧았다는 면에서는 공통된 의견을 보였으나, 치료

사는 단기집중 재활훈련 기간을 더 늘리고, 그 이후에

는 자가 재활 기간으로 전환하는 방식에 대해 만족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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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 반면, 대상자는 빈도가 낮더라도 지속적인 서비스

를 희망하였다. 결론적으로 치료사는 제한된 치료사 인

력의 한계 안에서 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재활서비스 기

회를 제공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대상

자는 집중적인 재활훈련 보다는 간헐적으로라도 지속적

으로 치료사가 제공하는 방문재활서비스를 수급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치료사와 대상자 모두가

8주간의 집중 재활훈련 기간이 대상자가 자가 재활훈련

방법을 충분히 학습하기에는 다소 짧은 기간이었다고

인식했던 것을 감안하면, 충분한 집중 재활기간 후 자

가 재활단계로 전환하였을 경우에는 대상자의 의견에

변경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밝힐 필요

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Ⅴ. 결론

치료사와 대상자는 CBPR 방법에 입각한 이번 방문

재활프로그램이 대체적으로 적절했다고 인식하였다. 치

료사들은 특히 BCT, GOT, PSFS 등의 적용성과 효과

성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치료사들이 지

역사회 상황에 맞추어 이들 연구지식을 변형 및 적용,

평가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본 연구에

대한 이해가 깊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는

치료사와의 정서적 교감과 치료사의 권유적 어투 등에

만족감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BCT를 적용한 효과인 것

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보아, CBPR

방법을 지역사회 기반 방문재활프로그램에 적용하는 것

은 방문재활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를 모두 만족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문재활훈련에서 대

상자 자가 재활훈련으로 안정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방문재활프로그램의 기간이 더 연장될 필요가 있고, 대

상자에 따라서는 지속적으로 치료사에 의한 방문재활훈

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이와 같은 개선점

을 보완하는데 있어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더욱 활성

화시킴으로써 지역사회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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