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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재 우리는 세 번의 산업혁명을 거쳐 왔으며, 4차 산업혁명을 거치

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향상되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되면서 다량

의 정보(volume), 다양한 정보(variety), 속도(velocity), 가치(value)의 특

징을 갖춘 빅 데이터(big data)가 화두되고 있다. 다량의 정보는 데이터

의 크기, 다양한 정보는 데이터의 유형, 속도는 데이터의 입출력과 속

도, 가치는 빅 데이터 내부에 숨겨진 통찰력의 가치를 말한다[1]. 이러

빅 데이터를 이용한 국내의 성인 및 노인대상 작업치료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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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빅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가 정보 저장, 정보 관리, 정

보를 분석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는 다량의 데이터로 정의된다[2]. 

또한, 방대한 정보를 실용적으로 사용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구축하

여 향후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로 정의된다[3]. 빅 데이터는 현재 보건 

분야에서도 진행 중이며, 보건 분야의 연구 방향을 바꿀 것으로 예측

된다[4]. 또한, 빅 데이터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분석하

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빅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5].

현재 국내 ·외에서는 빅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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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빅 데이터는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에서도 다양

한 방법으로 이용되어지고 있다. 빅 데이터를 활용한 예시로는 2011년 

초에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시에서 집중호우로 산사태 발생으로 인

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리우데자네이루시는 자연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새로운 도시환경을 재건하기 위

해 도시 내 30여 개 기관의 시스템을 통합하여 24시간 실시간으로 자

연재해, 교통, 전력공급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재건하

였다. 또 다른 예시로는 정치 분야에서 여론 조사 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던 여론조사 방법으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와 2011년 재보궐선거

에서 조사한 투표결과와 여론조사 간의 폭을 줄이고자 빅 데이터를 

활용한 Social Networking Service (SNS) 여론 조사 분석을 진행하였다

[6]. 의료 분야에서는 기관별 진료방법과 효능, 비용에 대한 빅 데이터

의 정보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파악하고, 의료협회 간의 정보를 

공유하여 환자의 치료 방법을 제공하였다[7].

하지만 작업치료 분야의 연구에서는 2011년도 기준으로 실험연구가 

84.1%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그 다음은 기술적 연구가 차지하였다[8]. 

2020년 기준 성인 및 노인대상 작업치료 연구는 재가 치매노인의 주거

환경 관련 조사연구가 상당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자폐성장애와 관련

된 국내 연구는 중재연구와 특성연구가 중심이었다[9,10]. 또한, 성인 및 

노인대상 작업치료의 원격건강관리 서비스에 관한 주제 연구는 단일 

그룹 사전-사후 연구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11], 치매 환자를 대상

으로 하는 가상현실 재활치료에 관한 주제의 연구도 단일 그룹 사전-

사후 연구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빅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성인 및 노인대상 작업치료 분야에서 활

발히 이루어진다면 많은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 예시로, 뇌혈관 장애

와 산업 재해로 인한 후유증의 신체적, 심리적 문제는 퇴원 후 몇 개월, 

몇 년 동안의 회복 보다는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12,13]. 이러한 

이유로 질병이 발병된 시점부터 의료비용은 점차 증가하게 될 것이다

[14]. 해외에서는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의료 부문에서 연간 약 3천억 

달러의 가치를 창출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의료 지출을 2/3로 줄임

으로서 달성이 가능하였다[4]. 현재 국내에서도 환자의 진료 정보를 기

록하는 전자의무기록이 2015년도 기준 상급종합병원 100%, 종합병원 

90.6%의 보급률이 보고되었다[15].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함에 있어 환

자의 데이터가 쌓이고 있어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실험연구 및 

사례 연구 등의 성인 및 노인대상 작업치료 연구에서의 표본 모집과 

통제에 대한 어려움 및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실험연구 및 사례 연구 등의 성인 및 노인대상 작업치료에 대

한 연구는 요인의 통제 및 치료의 효과성(인과성)이라는 측면에서 검

증해야 할 필요성과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험연구 및 사례 연

구와 같이 대상자를 모집하여 진행하는 연구에는 몇 가지 어려운 점

이 있다. 첫 번째로, 환경 조건과 윤리적 문제로 인한 짧은 중재 시간이

다[16]. 두 번째로, 연구 설정 시 치료 기간과 상관관계가 있는 종속변

수를 선택할 경우 짧은 치료 기간이다[17]. 마지막으로 연구 대상자의 

수는 연구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실험연구와 사례연구는 

성인 및 노인대상 작업치료의 중재 연구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요인의 통제 및 치료의 효과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COVID-19)로 인하여 짧은 중재 시간과 치

료 기간, 대상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실험연구 및 사

례 연구 등과 같이 요인의 통제 및 치료의 효과성(인과성)을 대체할 수

는 없지만, 현재 흐름에 맞추어 빅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이용하여 

성인 및 노인대상 작업치료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 고찰을 통해 빅 데이터를 활용한 성

인 및 노인대상 작업치료 관련 연구들의 주제 및 대상자를 알아보고

자 한다. 또한, 빅 데이터 정보 출처를 알아보고, 연구에 사용되어진 변

수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인 및 노인대상 작업치료 연구방

법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문헌 검색 및 선정 과정 

본 연구의 문헌 검색은 “Google Scholar”, “Korean Studies Informa-

tion Service System (KISS)”,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다. KISS와 RISS는 한국교육학술정

보원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로 국내 문헌을 검색하기에 적합하여 선택

하였다. 검색 용어는 “빅 데이터”, “건강 조사”, “성인작업치료”, “노인

작업치료”, “작업치료” 단어를 조합하여 2021년 1월 25일부터 2월 10일

까지 검색을 진행하였다. “빅 데이터 and 건강조사 and 성인작업치료”

와 “빅 데이터 and 건강조사 and 성인작업치료”를 활용하여 Google 

scholar에서 검색하였다. 또한, KISS와 RISS에서 “빅 데이터 and 작업

치료” 연산자를 이용하여 검색을 진행하였다. 문헌의 범위는 2010년 

이후 데이터 정보량의 급상승으로 인한 빅 데이터라는 용어가 등장하

였기에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정하였다[18]. 본 연구의 문헌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선정 기준

-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 빅 데이터 자료를 활용한 연구

- 성인작업치료 또는 노인작업치료를 주제로 한 연구

-  연구 저자 소속이 작업치료사인 경우 또는 작업치료 전공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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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 기준

-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프로토콜 연구 

- 프로토콜, 학위논문, 단행본, 포스터에 해당하는 간행물

문헌 검색 결과 총 954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문헌 선별 과정 진

행은 2인이 각각 진행하여 선정하였으며, 문헌 선정 과정에 논의가 필

요하면 연구자 간 회의를 통해 문헌을 최종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색되어진 문헌은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지 

확인하였으며, 제목과 초록으로 부족할 경우 원문을 확인하였다. 총 

954편의 문헌 중에 중복된 문헌 20편을 제외하여 934편의 문헌이 분

류되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문헌 

917편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총 17편을 선정하였다(Figure 1).

대상 연구의 질적 수준 분석 

본 연구에서 빅 데이터를 활용한 성인 및 노인대상 작업치료 연구

의 특성 및 질적 평가를 위해 선정한 총 17편의 문헌을 전통적 단일계

층 근거 모형을 이용하여 빅 데이터를 활용한 문헌이 어디에 속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평가하였다[19]. 전통적 단일계층 근거 모형은 다음과 

같다.

(I) 체계적 고찰, 메타 분석, 무작위 대조연구

(II) 코호트 연구 또는 비무작위 연구

(III) 사전-사후 연구, 단일 집단 비무작위 연구

(IV) 사례 연구, 질적 연구

분석 내용

본 연구에서 최종 선정된 17편의 문헌들을 분석하였다. 분석 내용으

로는 빅 데이터와 관련된 성인 및 노인대상 작업치료 연구들의 주제 

및 대상자를 분석하였다. 또한, 빅 데이터 정보 출처 분석과 빅 데이터

에서 사용한 변수들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분석 대상 연구의 질적 수준

본 연구에서 첫 번째로, 선정된 17편의 문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내용들을 출판한 연도별로 목적과 대상자, 빅 데이터 출처별로 

정리하였다(Table 1). 빅 데이터는 이차 자료원(secondary data source)

을 활용한 연구로, 환자군 코호트 연구(patients cohort study)라고 지칭

한다[20,21]. 코호트 연구 또는 비무작위 연구에 속하는 II 수준의 문헌 

Figure 1. Flow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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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데이터와 관련된 작업치료 연구 주제 및 대상자

본 연구에서 선정된 총 17편 문헌의 주제 및 대상자를 분석하였다. 

분석된 연구 중 비용과 진료에 관한 주제는 4편(23.5%)으로 건강보험

급여 기반에 따른 작업치료 진료행위와 진료금액, 치매안심센터 작업

치료 비용,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

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 모델을 중심으로 한 건강보험수가 

현황 분석에 대한 문헌이다. 대상자로는 성인 및 노인대상 작업치료를 

받은 자들의 진료행위 및 진료비용 데이터를 포함하였다. 두 번째로, 노

7편(41.18%)이 해당하였다. 또한, 빅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 연

구 방법이 분류된다. 빅 데이터의 일 차년도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개

인의 위험요인 및 질병 유무를 동시에 조사하는 것에 속하는 III 수준

의 문헌 5편(29.41%)이 해당하였다. 마지막으로 동일 집단에서 관심 변

수들의 빈도 등을 분석하는 연구로 IV 수준의 문헌 5편(29.41%)이 해

당하였다(Table 2). 

Table 1. Organized by year, participants topic, and big data source

Author Research objectives Participants Big data source

Cho and Yang 
(2016)

Analysis of the status of occupational therapy  
treatment based on health insurance benefits

Occupational therapy related data from 2011 to 
2015

Health Care Big Data

Cha et al. 
(2017)

Analysis of the status of health insurance fees for  
specialized rehabilitation treatment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s health 
insurance sample cohort data from 2003 to 
2013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Cho et al. 
(2018)

Dementia center occupational therapy cost benefit 
analysis

Public data related to the national dementia 
management project

National Dementia  
Management Project

Kwon and Lee 
(2018)

Identification of the health effects of participation in  
leisure activities of elderly workers

7,076 Older adults’ workers Work Environment Survey

Kang and 
Moon (2018)

Identification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activity restriction of the elderly

32 Older adults with activity restrictions due to 
old age or dementia and 1,201 older adults 
without activity restrictions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ang et al. 
(2018)

Analysis of correlations among older adults’ grip 
strength, physical measurement factors,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Data of 919 people who completed the grip 
strength test (65 or older)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Moon and Kim 
(2018)

Identification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between 
adults living with dementia patients and adults in 
general

People living with dementia patients (2,592) Korean Community Health 
Survey

Lee and Kim 
(2018)

Analysis of the return to work of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A total of 46 young workers in their 20s or 
younger (15-29 years old)

Panel Study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Moon and Kim 
(2019)

Identification of differences in daily life performance  
of the elderly with physical disabilities

495 Older adults’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Korea Welfare Panel Study

Noh et al. 
(2019)

Factors affecting workplace retention of industrial  
accident workers

695 Returning to work and 642 reemploying Panel Study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Do and Yoo 
(2020a)

Identification of correlation between job requirements 
and job satisfaction of disabled workers

1,624 Disabled workers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Park and Cho 
(2020)

Investigation of cognitive problems and sleep in the 
elderly

69,077 Older adults Korean Community Health 
Survey

Kim (2020) Identification of activity participation factors of  
middle-aged and elderly

55,807 People over the age of 45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Paek and 
Jeong (2020)

Effects of physical activity in older osteoarthritis grasp 
on the Stress

104 Older adults aged 65 or older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Do and Yoo 
(2020b)

Identification of the effect of the working environment 
on the job satisfaction of workers with physical  
disabilities

927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Lim and Park 
(2020)

Identification of factors affecting cognitive decline in 
the elderly’s lifestyle

4,298 Older adults aged 65 or older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Cho (2020) Identification of effects on occupational therapy cost 
of treatment, number of patients, and number of 
treatments

The number of patients who received  
occupational therapy was about 262,000 in 
2017 to about 287,000 in 2019

Health Care Big Data



Occupational Therapy for Adults and Older Adults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http://www.e-jhis.org | 5

인에 관한 주제는 6편(35.3%)으로 라이프스타일과 인지저하 간의 관

계, 노인의 활동참여요인에 대한 연구, 골관절염과 관련된 신체활동이 

스트레스 및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노인의 장악력 및 신체

계측인자와 우울,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지체장애수준과 일상생활 능

력 간의 관계, 인지 문제와 수면에 관한 연구이다. 대상자로는 지체 장

애가 있는 노인과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자로 포함하였다. 세 번째

로, 근로자에 관한 주제는 3편(17.6%)으로 근로자의 직무요구조건과 직

무만족 간의 관계 및 요인에 대한 연구와 직무특성과 여가활동참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이다. 대상자로는 노인 근로자와 장애

인 근로자를 포함하였다. 네 번째로, 산재에 대한 주제는 2편(11.8%)으

로 산재노동자의 직장복귀 형태와 원직장 고용유지에 미치는 영향과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에 대한 기술 분석에 관한 연구이다. 대상자는 

20대 이하의 젊은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를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치매에 관련된 주제는 2편(11.8%)으로 치매로 활동제한 여부에 따른 

우울과 삶의 질 간의 관계, 치매 환자와 함께 거주하는 성인과 일반 성

인 사이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 삶의 질을 비교하는 연구이다. 

대상자로는 치매로 인한 활동 제한이 되는 노인과 치매 환자와 거주하

고 있는 자를 포함하였다. Figures 2와 3은 빅 데이터와 관련된 작업치

료 연구 주제 및 대상자를 나타냈다.

빅 데이터 정보 출처

본 연구에서 선정된 총 17편 문헌에서 사용한 빅 데이터 출처를 분

석하였다. 첫 번째로, 보건의료 빅 데이터를 활용한 문헌은 2편(11.8%)

으로 2011년에서 2015년도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1편과 2017년도에서 

2019년도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1편이다. 두 번째로, 고령화연구패널조

사 데이터를 활용한 문헌은 2편(11.8%)으로 2016년도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1편과 2006년도에서 2018년도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1편이다. 세 

번째로,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문헌은 3편(17.6%)으로 

2016년도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2편과 2018년도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1편이다. 네 번째로, 장애인고용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문헌은 2편

(11.8%)으로 각각 2017년도와 2018년도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이다. 다

섯 번째로, 지역사회건강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문헌은 2편(11.8%)으로 

각각 2016년과 2018년도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이다. 여섯 번째로, 산재

보험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문헌은 2편(11.8%)으로 각각 2012년도

와 2016년도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이다. 일곱 번째로, 국민건강보험공

단 데이터를 활용한 문헌은 1편(5.9%)으로 2003년도에서 2013년도 데

이터를 활용한 연구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치매관리사업과 한국복지패

널, 근로환경조사는 각각 1편(5.9%)의 연구이다(Table 3).

각 문헌의 분석에 사용한 변수 비교

본 연구에서 선정한 총 17편 문헌에서 사용한 변수들을 분석하였

다. 첫 번째로, 인구학적 특성에 사용한 변수들은 공통적으로 연령, 성

별, 거주 지역, 교육수준, 소득수준, 결혼 여부, 주관적 건강 상태의 변

Table 2. Levels of evidence among each study

Evidence level Definition n (%)

I Systematic reviews 0 (0.00)
Meta-analysis 0 (0.00)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0 (0.00)

II Two groups non-randomized studies 7 (41.18)
III One groups non-randomized studies 5 (29.41)
IV Descriptive studies that include analysis 

of outcomes
5 (29.41)

V Case reports and expert opinions that  
include narrative literature review and 
consensus statements

0 (0.00)

Total 17 (100.00)

Figure 2. Organized by topic.

Older adults
6 (35.3%)

Cost and 
treatment 

status
4 (23.5%)

Employment
3 (17.6%)

Industrial 
accident
2 (11.8%)

Dementia
2 (11.8%)

Figure 3. Organized by participants.

Occupational 
therapy cost data

4 (23%)

Elderly workers
1 (6%)

Older adults 
(65 years old or older)

4 (23%)

Dementia or people living 
with dementia patients

2 (12%)

Young people under 20s
1 (6%)

Workers who terminated 
industrial accident care

1 (6%)

45 years old or older
1 (6%)

People with 
disabilities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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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사용하였다. 두 번째로 보건의료 빅 데이터를 활용한 문헌은 작

업치료 관련 건강보험수가 코드와 환자 수, 진료금액에 대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세 번째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한 문헌은 수면 상

태, 근력운동, 유산소 활동, 주관적 스트레스 평가, 삶의 질, 우울, 활동

제한 여부와 그 이유에 대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네 번째로, 국가치매

관리사업을 활용한 문헌은 치매관리사업 등록관리 대상자 수, 작업치

료사가 근무하는 치매안심센터 수, 작업치료사가 근무하는 센터의 프

로그램 개수, 프로그램 횟수에 대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다섯 번째로, 

장애인고용패널조사를 활용한 문헌은 종사하는 산업과 종사하는 직

업, 주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필요한 기술 수준과 같은 변수와 업

무에 대한 만족도 및 안정성에 대한 문항에 응답한 변수들을 사용하

였다. 여섯 번째로, 한국복지패널은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12가지 영역

과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10가지 영역에 대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일곱 

번째로, 근로환경조사를 활용한 문헌은 근무 시간과 근무 형태, 여가 

및 사회활동 참여, 우울 및 불안장애의 유무, 근골격계 질환의 유무에 

대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여덟 번째로,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활용한 

문헌은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변수와 우울, 주관적 건강상태, 삶의 만

족도에 관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아홉 번째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활

용한 문헌은 기초수급자 유무와 치매환자 동거여부, 주관적 인지장애 

경험 여부, 수면 문제, 수면 시간,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열 번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활용한 문헌은 진료내역 

중 명세서 및 진료내역과 입원 및 외래의 청구 각각의 건에서 이루어지

고 있는 행위 변수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패널조사에서

는 사업장 근로자의 수와 전반적 일자리 만족도, 산업 및 직종, 일상생

활의 도움정도, 재활서비스 이용 여부, 원직장 복귀 상담 및 안내 교육 

여부에 관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작업치료 관련 빅 데이터를 활용한 총 17편 문헌을 

체계적 고찰을 통해 빅 데이터를 활용한 작업치료 연구 주제 및 대상

자와 빅 데이터 정보 출처, 데이터에서 사용한 변수들에 대해 체계적

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빅 데이터를 활용한 문헌들은 환자군 코

호트 연구로 분류된 II 수준의 7편(41.18%)과 단면조사연구에 분류된 

III 수준의 5편(29.41%), 환자 사례군 연구에 속하는 IV 수준의 5편

(29.41%)이 해당하였다. 빅 데이터 자료들은 주어진 한 집단 또는 표본

의 조사 단위를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어 반복 추적 조사를 하는 것이

다. 이러한 자료를 이차원 자료라고 말한다[22]. 따라서, 빅 데이터를 활

용한 문헌은 횡단 연구 또는 종단 연구에 해당하는 코호트 연구에 활

용되어진다. 본 연구에서 최종 선정한 17편의 문헌에서 노인(35.3%), 비

용 및 진료 현황(23.5%), 근로자(17.6%), 산재(11.8%), 치매(11.8%)로 노인

을 주제로 한 문헌이 가장 많았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태로 고령화로 인한 고령운

전자들의 사고 증가, 노인 만성질환, 치매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23,24]. 이에 따른 작업치료 분야에서 성인 및 노인대상으로 한 연

구는 실험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8]. 실험연구는 대상자가 적을 경우 

표본이 대표성을 가지지 못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험 결과를 일반

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문헌에서 사용된 빅 데이

터 출처는 각 주제에 맞는 전국 지역의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연

구를 진행함에 있어 표본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 이러

한 빅 데이터를 활용한 노인을 주제로 한 문헌의 결과는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보건정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고령사회

로 진입한 현 시점에서 노인들의 의료 이용은 가장 필요한 영역임에도 

노인들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평가되어지고 있다[18]. 노인의 의료

비용 증가로 인해 국가 내의 의료개혁은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의료

비용의 증가에 대한 정책은 실험연구로는 한계가 있으며, 노인들의 의

료보장 사각지대의 가구 지출은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빅 데이

터를 활용한 작업치료 비용에 대한 현황 연구를 통해 보건 의료 정책

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근로자들의 최종 재활 목표는 치료를 통한 안

정적인 직업 복귀이다. 하지만, 산업재해근로자가 장애를 가진 상태에

서 새로운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가져

야한다[25]. 이로 인해 새로운 직장 보다는 원직장, 원직무복귀에 대해 

강조되어지고 있다[26]. 빅 데이터를 통한 연구들은 필요한 자료 및 요

인들을 세분화하고 선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산업재해근로자들

의 근무 만족도와 근무 시간 등의 자료들을 활용하여 산업재해근로자

들의 근로환경 및 직업재활, 안정적인 직업복귀에 도움이 되는 이론적 

Table 3. Summary of big data by number

Big data source n (%)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3 (17.6)
Health Care Big Data 2 (11.8)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2 (11.8)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2 (11.8)
Korean Community Health Survey 2 (11.8)
Panel Study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2 (11.8)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1 (5.9)
National Dementia Management Project 1 (5.9)
Korea Welfare Panel Study 1 (5.9)
Work Environment Survey 1 (5.9)
Total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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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17편 문헌에서 사용한 빅 데이터의 출처 종류

는 10개이다. 국내 빅 데이터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변수들을 활용하

여 성인 및 노인대상 작업치료에 관한 연구를 다방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실험연구와는 다르게 연구 진행에 있어 시간의 소비가 감소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예시로는, 보건의료 빅 데이터의 주된 정보

들은 개인의 의료 정보뿐만 아니라 건강정보들의 바탕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27],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다른 패널조사와는 다르게 국가 간

의 비교연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자료를 생산하였다[28]. 다양한 

빅 데이터의 변수들을 활용한다면 통제하기 어려운 실험연구에 비해 

보건정책에 필요한 많은 기초자료 생성 연구들이 진행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총 17편의 문헌에서 사용한 변수들은 공통적인 

변수를 사용하여 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앞서 언급한 작

업치료 관련 빅 데이터를 활용한 문헌 주제의 노인, 비용 및 진료 현황, 

근로자, 산재, 치매에 알맞은 변수들을 주제에 맞는 빅 데이터에서 제

공하는 정보들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주제들을 연구하기 위한 주제별 

빅 데이터는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있다. 국내는 대우경제연구

소에서 패널조사를 시작한 이후 16개 이상의 패널조사를 보유하고 있

기에 작업치료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들에게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29].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시한 변수 또

는 새로운 변수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가능하다. 예시로, 개인의 인

지기능 변수와 가족 구성원 변수, 병원이용 횟수 변수를 활용하여 특

정 통계 분석 방법으로 얻은 결과로 작업치료 중재 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작업치료 분야에서 빅 데이터를 활용

한 많은 연구를 통해 보건 정책 및 작업치료 분야에 필요한 기초 자료 

생성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 및 노인대상 작업치료 관련 연구들의 주제 및 

대상자와 빅 데이터 정보 출처, 연구에 사용되어진 변수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여러 주제 및 대상자를 다양한 데이터 및 변수를 활용하

여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 17편의 논문을 확인하였다. 10년 사이의 

17편 연구는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5년간 게재된 작업치료의 실험연

구 34편에 비해 부족한 실적이다[8]. 작업치료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중재 실험연구가 중재 치료 계획에 효과성(인과성)을 보기에 적합하다. 

하지만, 현재 4차 혁명 시대로 인하여 막대한 데이터가 공급되어지고 

있다. 또한, COVID-19로 인하여 실험연구에 대상자 모집이 어려운 상

황이다. 또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구의 독립변수는 인지치료, 작

업 기반, 연하치료, 감각 기반 작업치료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종속변

인은 상지기능, 심리사회적 영향, 연하기능과 인지기능 순으로 조사되

어졌다[8]. 작업치료의 중재 및 치료 방법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장애 및 손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또한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다양한 빅 데이터와 변수를 활용한 성인 

및 노인작업치료 연구를 통해 실험연구에서 제한되는 연구 및 임상에

서 제한되는 연구가 실험 연구와 함께 시행되어 작업치료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한다.

하지만 다양한 정보 및 방대한 정보로도 빅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에도 문제점이 존재한다. 패널조사에 속하는 빅 데이터의 경우 자료 

수집은 패널조사의 주제 및 운영방침에 따라 지역적 한계로 인한 일반

화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 응답의 누락자

로 인해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 있어 해당 조사에 참여한 대상

자가 감소할 수 있다. 이는 해당 항목의 누락된 응답으로 인해 해당 조

사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의 자료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빅 데이터 활용 연구는 선택적 자료 수집으로 인

한 인과관계 규명이 부족할 수 있다.

결 론

빅 데이터를 활용한 작업치료에 대한 최근 10년간의 연구는 노인의 

주제(35.3%)로 가장 많이 진행되었으며, 빅 데이터 출처로 국민건강영

양조사(17.6%)가 가장 많이 사용되어졌다. 또한, 다양한 빅 데이터 출처

를 활용하여 각 주제에 맞는 변수들을 선정하여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출판된 문헌의 검색결과 총 17편

으로 빅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출판된 실험

연구 34편에 비해 많지 않았다. 국내에서 각 주제에 맞는 패널조사들

이 생성되고 다양한 변수들을 수집하고 있는 4차 혁명시대 흐름에 따

라 성인 및 노인대상 작업치료 분야에서도 연구의 방향성의 변화가 필

요하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는 실험연구가 작업치료 분야에서 많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빅 데이터를 활용한 성인 및 노인대상 작업치료 

분야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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