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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재가노인의 삼킴장애 험실태와 련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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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sphagia Risk and Associated Factors among Community-Dwelling E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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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risk and prevalence of dysphagia as well as related factors among 
free-living elders. Subjects were 419 elderly men (116) and women (303) aged 65 years and older (74.49±4.70 y) 
living in Seoul, Gyeonggi-do and Chungcheongbuk-do area in Korea. Data were collected by personal interviews using 
questionnaires and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d chi-square test. Prevalence of dysphagia was 53.50% 
among participants. Risk of dysphagia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age (P<0.001), use of dentures (P<0.05), 
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P<0.05). Moreover, dysphagia risk group had significant food intake problems, including 
poor appetite, smaller portions to reach satiety, frequent meal skipping, as well as poor taste compared to the normal 
group, accompanied by high risk of weight loss as assessed by simplified nutritional appetite questionnaire (P<0.01). 
Taken together, risk of dysphagia was more prevalent in older people, affecting the majority of those living independently 
in the community. This could indicate an association with undernutrition due to factors affecting food in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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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삼킴 또는 연하(swallowing)는 구강 내 음식물을 위장관

까지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이며, 이러한 경로의 기능 이상으

로 나타나는 식이섭취장애를 삼킴장애, 연하장애 또는 연하

곤란(dysphagia)이라고 한다(1). 삼킴장애는 흡인성 폐렴

을 초래하여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노인 사망의 제1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영양불량, 탈수, 전해질 불균형, 체중

감소 및 질식 등과 같은 심각한 의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2-4). 또한 삼킴장애의 주증상인 침 흘림, 기침, 씹기장애 

등으로 노인들은 식사 속도가 느려지고 식사에 대한 불안감

으로 공개적인 식사를 기피하게 된다(3). 따라서 삼킴장애는 

노인의 신체･정신적 건강은 물론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

다(2-5). 

노인의 삼킴장애는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삼킴장

애 위험이 높은 노인들을 조기에 선별하여 적절한 예방과 

관리를 하면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의료비 지출도 경감할 수 

있다(6). 일반적으로 뇌졸중이나 치매, 파킨슨병과 같이 뇌

신경계 환자는 삼킴장애를 동반하고 이들 질환의 진단과정

에서 삼킴장애 진단을 받거나 필요할 경우 재활치료를 받게 

된다. 반면에 재가노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삼킴장애를 경험

하더라도 노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치부하고 적절

한 평가나 치료를 받고자 하는 인식이 부족하다(7). 고령인

구 증가와 함께 국내 노인의 삼킴장애 유병률도 증가할 것으

로 추정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노인들의 삼킴장애에 대

한 기초연구자료는 미비하다. 

삼킴장애의 사정방법은 크게 진단평가(diagnostic eval-

uation)와 선별검사(screening test)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

자는 주로 환자의 삼킴기능 진단을 위한 비디오 투시 연하검

사(videofluoroscopy; VFS)가 대표적이며, 후자는 삼킴장

애 위험자를 선별하기 위한 연하장애위험 평가척도(dys-

phagia risk assessment scale for elderly person)를 이용

하는 방법이다(8). 

질문지를 이용한 선행연구에서 국내 요양시설에 거주하

는 노인의 삼킴장애 위험률은 43.5%(6) 또는 52.7%였고

(9), 재가노인의 삼킴장애 위험률은 56.3%(10) 또는 62.3%

로 보고되었다(7). 2008년 보건복지부는 전국 60세 이상 노

인들을 대상으로 삼킴장애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17.1%, 

즉 노인 5명 중 1명 정도는 삼킴장애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11). 이러한 국내 재가노인의 삼킴장애 위험률은 국외 재가

노인의 삼킴장애 위험률(11.4%~13.8%)에 비하면 매우 높

은 수준이다(12,13). 그러나 지금까지 삼킴장애 관련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입원환자나 요양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연하장애 증상, 진단방법 및 치료방법의 효과검증 등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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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6,9,14). 따라서 고령사회에

서 요구되는 고령친화형 식품개발 및 노인영양 연구를 위해 

일반 노인들의 섭취장애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예방 차원의 

기초연구가 매우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재가노

인의 삼킴장애 실태 및 관련 인자를 파악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조사대상 

본 연구는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서울시와 경기도 종합사

회복지관 각 1개소 및 충북지역의 노인복지센터와 종합사회

복지관 각 1개소 등 총 4개소를 편의 추출하고, 시설장에게 

연구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자료수집 허가를 받아 수행되

었다.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가운데 비교적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의사소통이 가능한 노인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참여를 동의한 경우 서면동의서를 받

아 사전에 훈련된 조사원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일

대일 면담방식으로 수행하였다. 65세 이상의 노인 총 419명

(남 116명, 여 303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고, 자료수집은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는 헬싱키 선언의 내용과 의미를 잘 인지하고 있으며 

모든 연구과정에서 헬싱키 선언의 원칙을 준수하여 수행하

였다. 

연구내용 및 방법

설문지는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일반적 특성(연령, 성

별)과 건강관련 특성을 포함하였다. 특히 노인의 건강관련 

특성은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측면으로 구분하여 신체건강

은 의치 사용 여부와 신체계통별(신경계, 심혈관계, 내분비

계, 호흡기계, 근골격계, 소화기계, 생식기계, 정신계) 질환 

여부를 묻는 질문지로 구성하였고, 정신건강은 노인의 주관

적 우울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형 우울척도(Korean- 

Short form Geriatric Depression Scale, KS-GDS)(15)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KS-GDS는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점수 범위는 0점에서 15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도

가 심한 것이며, 8점 이상이면 우울증상이 있음을 의미한다. 

Cho 등(15)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0.89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0.86이었다. 

삼킴장애 위험도의 평가는 Fukada 등(16) 및 Whang(10)

의 삼킴장애 위험평가척도(modified dysphagia risk as-

sessment scale for elderly person)를 이용하였다. 이 도

구는 총 23문항으로 인두기장애, 잘못 삼킴, 준비기･구강기

장애, 식도기 장애 등 4영역으로 구성되고, 총 점수 범위 0점 

~69점 가운데 6점 미만이면 정상연하, 6점 이상이면 삼킴

장애 위험이 있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alpha는 0.92였으며(16), Whang(10)의 연구에서 0.81이었

고 본 연구에서는 0.96이었다.

노인의 기능 및 의식장애 수준은 한국형 일상생활활동 측

정도구(Korean Activities of Daily Living; K-ADL)(17)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일상생활활동을 옷 입기, 

세수하기, 목욕, 식사하기, 이동, 화장실 사용, 대소변 조절

로 구분하여 총 7문항으로 구성되고 1점은 완전자립, 2점은 

부분의존, 3점은 완전의존을 의미하며 최저 7점에서 최고 

2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총점 

16점 이상인 경우는 중증 기능장애의 기준으로 보는데,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가운데 완전 의존적이거나 중증 기능

장애 수준은 없었으며 대상자의 ADL 평균점수는 7.74점이

었다.

본 연구에서 재가노인의 음식섭취 문제에 따른 향후 체중

감소 위험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Simplified Nutritional 

Appetite Questionnaire(SNAQ)를 이용하였다(18). SNAQ

는 지역사회 노인에서 식욕 수준, 포만을 느끼는 식사량, 일

일 식사 빈도, 맛감각 등 총 4문항을 조사하여 총 점수가 

14점 미만이면 체중감소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고 위험

군을 선별할 수 있는 도구이다. 도구 개발 시 Cronbach's 

alpha는 0.70이었으며(18),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검증된 신

뢰도는 0.58(19), 본 연구에서는 0.73이었다. 재가노인에서 

여러 가지 영양 선별 방법들을 고찰한 최근 연구에서 타당도

와 신뢰도 및 수용도가 우수한 측정도구로써 Mini Nutri-

tional Assessment Short Form(MNA-SF), Seniors in 

the community: Risk evaluation for Eating and Nutrition 

(SCREEN), Malnutrition Universal Screening Tool(MUST) 

등의 방법이 보고되었다(20). 그러나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영양위험선별에 SNAQ를 이용한 이유는 첫째, 본 연구의 

목적인 재가노인의 삼킴장애 관련인자를 분석하는 데 있어

서 SNAQ는 식품섭취 문제에 따른 체중감소 위험을 선별할 

수 있는 도구이고, 둘째, 타당도와 신뢰도 및 수용도가 중등

도로 평가되어 종합적으로 적당한 도구이며, 셋째, SNAQ는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400명 이상의 65세 이상 노인을 대

상으로 면접조사에 적용하기에 비교적 용이한 도구이기 때

문이다. 

통계분석

모든 자료의 통계분석은 PASW ver. 18.0(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특성과 건강관련 특성 및 삼킴장애 위험도는 기술통계

분석을 수행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또는 빈도와 백분율을 구

하였다. 삼킴장애 위험 여부에 따른 사회 인구학적 특성 및 

건강관련 특성의 차이는 t 검정을 실시하였고, 삼킴장애 위

험도에 따른 음식 섭취 문제와 향후 체중감소 위험도 차이는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P<0.05, P<0.01, P<0.001). 

결과 및 고찰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관련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노인 대상자는 총 419명으로 평균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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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ocio-demographic and health status-related characteristics of elderly subjects                               N (%)
Variables Total Male Female P-value

Age (y)
  65～74
  ≥75

  
168 (40.10)
251 (59.90)

 
 37 (31.90)
 79 (68.10)

 
131 (43.23)
172 (56.77)

<0.001

Denture use
  No
  Yes

  
110 (26.25)
309 (73.75)

 
 45 (38.79)
 71 (61.21)

 
 66 (21.78)
237 (78.22)

<0.001

Diagnosed 
  No
  Yes

 
 69 (16.27)
350 (83.73)

 
 22 (18.97)
 94 (81.03)

 
 47 (15.51)
256 (84.49)

0.354

Type of diseases
  Neurologic disease
  Cardiovascular disease
  Endocrine disease
  Respiratory disease
  Skeletal & muscle disease
  Gastrointestinal disease
  Urologic disease
  Psychiatric disease
  Cancer
  Etc.

 71 (16.95)
 77 (18.38)
 63 (15.04)
  2 (0.48)
 62 (14.80)
 40 (9.55)
 19 (4.53)
 27 (6.44)
 13 (3.10)
 45 (10.74)

 26 (22.41)
 16 (13.79)
 13 (11.21)
  1 (0.86)
  6 (5.17)
 12 (10.34)
  7 (6.03)
  7 (6.03)
  9 (7.76)
 19 (16.38)

 45 (14.85)
 61 (20.13)
 50 (16.50)
  1 (0.33)
 56 (18.48)
 28 (9.24)
 12 (3.96)
 20 (6.60)
  4 (1.32)
 26 (8.58)

<0.001

Depression risk1)

  No
  Yes

 
294 (70.17)
125 (29.83)

 
 38 (32.76)
 78 (67.24)

 
256 (84.49)
 47 (15.51)

<0.001

Activities of daily living2)  
  Independency
  Partially dependency

 
285 (68.00) 
134 (32.00) 

 
 21 (18.10)
 95 (81.90) 

 
264 (87.13) 
 39 (12.87)

<0.001 

Subsequent risk for weight loss3)  
  No
  Yes

132 (31.50) 
287 (68.50) 

 24 (20.69) 
 92 (79.31)

 
108 (35.64)
195 (64.36) 

 
0.003 

Total 419 (100) 116 (100) 303 (100)
1)Assessed by Korean-Short form Geriatric Depression Scale (KS-GDS).
2)Assessed by Korean Activities of Daily Living (K-ADL) Scale.
3)Assessed by Simplified Nutritional Appetite Questionnaire (SNAQ).

은 74.49세였고, 여성노인 비율이 과반수(72.32%)를 차지

하였다(Table 1). 2011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남성노인 비

율은 43.10%인데 비해 여성노인 비율은 56.90%로 많았으

며(11), 재가노인의 삼킴장애 실태를 조사한 표본에서도 여

성의 비율(78.80%)이 많았고(10),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노

인 대상 연구(7)에서도 여성노인 비율(67.30%)이 더 많아 

본 연구 표본과 유사하였다. 이는 국내 노인인구의 성비 특

성에 따른 결과로 여겨진다. 

표본의 전체 응답자 가운데 다수의 노인들이 의치를 사용

하였고(73.75%), 여성노인 (78.22%)이 남성노인(61.21%)

에 비해 의치 사용 비율이 현저히 높았다(P<0.001). 국민건

강영양조사자료 분석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54.30%)이 저작불편을 호소하였다. 저작불편은 남성

보다 여성에서 그리고 75세 이상 고령자에서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는데(21), 본 조사에서는 저작불편감을 직접적으

로 조사하지는 않았으나 여성노인에서 의치 사용률이 더 높

은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재가노인들은 상당수(83.73%)가 질환

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특히 심혈관계, 중추신경계 그리고 

내분비계 질환 순으로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다(Table 1). 

이러한 결과는 통계청(11)에서 보고한 국내 노인의 주요 만

성질환이 고혈압, 골관절염, 당뇨병 순이었던 것과 비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면접조사를 통하여 주관적인 노인의 우울을 

조사한 결과 전체 대상자 가운데 29.83%는 우울증상이 있었

으며, 특히 남성노인(67.24%)의 우울이 여성노인(15.51%)

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P<0.001)(Table 1). 이러한 재가노

인의 우울증 유병률은 Lee 등(22)의 보고(24.90%)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었고 통계청 보고(29.20%)(11)와는 유사

한 수준이었다. 

노인 대상자들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완전히 의존적인 경

우는 없었으며 독립적인 경우가 과반수(68.00%)였고, 부분

적으로 의존적인 경우가 419명 가운데 134명(32.00%)이었

다. 특히 본 연구에 참여한 남성 재가노인이 여성노인에 비



52 박  수  진

Table 2. Prevalence of dysphagia risk among home-dwelling
elders  

Variables N (%) Dysphagia risk 
score Min.∼Max.

Normal group
Dysphagia risk 

group
Total

195 (46.50)
224 (53.50)

419 (100)

 1.52±1.851)2)

23.32±17.20

13.17±16.65

0∼5
6∼62

0∼62
1)Assessed by modified dysphagia risk assessment scale for eld-

erly person.
2)Mean±SD.

해 일상생활에서 의존도가 높았으며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

내었다(P<0.001)(Table 1).  

SNAQ를 이용하여 재가노인의 식품섭취 문제에 따른 체

중감소 위험 수준을 판정한 결과 전체 대상자 419명 가운데 

132명(31.50%)은 양호한 편이었으나 287명(68.50%)은 위

험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식품섭취 문제에 따른 

체중감소 위험 빈도는 남성노인이 여성노인보다 유의적으

로 높게 나타났다(P<0.01)(Table 1). 아직까지 SNAQ를 이

용한 국내 노인대상 연구가 미비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

운 실정이지만 본 연구에서 SNAQ의 신뢰도는 도구개발 시

(0.70)보다도 다소 높게(0.73) 나타나 국외 연구 결과와 비

교해 보면 본 연구에 참여한 재가노인에서 삼킴장애 유병률

은 국외연구에서 나타난 재가노인의 식욕부진 유병률(15~ 

30%)(23,24)보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령이나 

환자가 포함된 연구대상 등 대상자의 특성은 차이가 있지만 

최근 Hanisah 등(19)은 145명의 아시아인(68세, 입원자 

75.9%)을 대상으로 SNAQ를 이용하여 판정한 결과 57.20%

의 대상자가 식욕부진에 따른 체중감소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가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향후 국내 

재가노인의 거주 지역, 거주형태 및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대상자의 규모를 확대한 실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대상자의 삼킴장애 위험 실태 

전체 대상자에서 주관적 삼킴장애의 위험 실태는 Table 

2와 같다. 우선 대상자 가운데 삼킴장애 위험이 있는 노인인

구를 양적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 대상자 419명 중 삼킴장애 

위험군은 224명(53.50%), 정상 연하군은 195명(46.50%)

으로 삼킴장애 위험군이 전체 대상자의 과반수를 차지하였

다. 본 연구와 유사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대상자

에서 동일한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된 삼킴장애 위험 실태는 

재가노인 302명(평균연령 76.4세) 가운데 56.30%가 삼킴

장애로 보고되어 본 연구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고(10), 

한편 Yoon과 Lee(25)는 60세 이상 여성 재가노인(평균연

령 66세)에서 삼킴장애 위험군을 선별한 결과 43.8%로 본 

연구 결과보다 낮게 보고하였으나 이는 노래를 통한 연하장

애 중재연구로서 대상자의 규모가 29명으로 작은 편이었다. 

반면에 본 연구 결과는 서울, 경기 지역 복지회관 이용노인 

260명(평균연령 76세)을 대상으로 선별된 삼킴장애 위험군 

62.30%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7). 국외연구에서 측

정도구나 대상자의 연령대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삼킴장애 

유병률은 영국(12), 미국(26), 네덜란드(27)에서 12~16% 

또는 37.60%(3) 정도였고, 동일한 도구로 삼킴장애 위험군

을 선별한 일본(평균연령 74세)(13)의 연구 결과인 47.90%

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단면연구를 

통한 국내 재가노인의 삼킴장애 유병률은 국외보다 높은 수

준이었다. 더욱이 국외에 비해 국내 노인들은 삼킴장애를 

노화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

이 커서 향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삼킴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함양과 적절한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

한다(7).

본 연구에서 재가노인의 삼킴장애 위험도를 질적으로 분

석한 결과 대상자들의 삼킴장애 위험도(총 점수 가능범위 

0~62점) 평균점수는 13.17점이었다(Table 2). 이는 선행

연구(7.53)(10)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비

교적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일반 노인에서 삼킴장애 위험은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며 향후 규모를 확대하여 다양한 연령

층을 대상으로 국내 노인의 삼킴장애 유병률에 대한 실태조

사와 관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노인의 삼킴

장애는 노인의 영양과 식생활 관리 및 건강관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으로 여겨진다. 현재 입원

환자를 위한 삼킴장애 개선과 영양지원을 위해 점도 조절제

를 이용하는 형태의 특수용도식품이 존재하지만 이는 고령

사회에서 일반 노인에게 적용하는 데는 경제성이나 접근성 

등에 있어서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저자 등이 선행연

구(28)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재가노인들의 신체기능(저작기

능, 삼킴기능, 소화기능 등)과 건강 수준(질환의 종류와 정도 

등)을 고려하고 동시에 노인들의 심리적인 식품선호와 노인

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차별

화된 식품의 규격 기준 설정과 메뉴 개발이 시급히 필요하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삼

킴장애 위험도

노인의 삼킴장애는 표본의 특성(예: 연령, 저작력, 질환, 

건강 수준 등)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되므로(7,10) 

노인의 삼킴장애는 반드시 삼킴장애와 관련된 대상자의 특

성을 규명하고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대

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삼킴장

애 위험은 Table 3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삼킴장애 위험은 연

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P=0.000), 

특히 75세 이상 고령군의 삼킴장애 위험도(17.38점)는 65 

~74세군(6.89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가령에 따른 삼킴장애 위험도 증가는 여러 선행 연구 결과들

과 일치한다(10,12,26). 반면에 Kim(7)은 삼킴장애 위험도

가 고령자군에서 증가하지 않았으며, 고령자에서 연하장애 

증상은 주관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침묵성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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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ysphagia risk according to subjects' characteristics among home-dwelling elders                       N=419 (%)
Variables Dysphagia risk t/F P-value

Age (y) 65∼74
≥75

 6.89±9.17
17.38±19.05 44.13 0.000

Gender Male
Female

12.27±8.96
13.52±18.78 0.48 0.491

Denture use No
Yes

 9.73±8.78
14.25±18.37 0.17 0.013

Diagnosed No
Yes

15.34±19.19
12.79±16.11 1.33 0.249

Type of disease

Neurologic disease
  No
  Yes
Cardiovascular disease
  No
  Yes
Endocrine disease
  No
  Yes
Respiratory disease
  No
  Yes
Skeletal & muscle disease
  No
  Yes
Gastrointestinal disease
  No
  Yes
Urologic disease
  No
  Yes
Psychiatric disease
  No
  Yes
Cancer
  No
  Yes
Etc.
  No
  Yes

13.12±16.80
13.80±15.07

14.19±16.70
12.25±16.59

13.51±16.64
12.31±16.69

13.17±16.64
13.22±17.24

13.79±17.53
11.70±14.28

12.74±16.83
15.52±15.54

13.40±17.14
10.52±8.69

12.97±16.67
15.36±16.51

13.30±16.87
10.44±10.57

13.10±17.25
13.85±9.60

0.05

1.41

0.44

0.00

1.38

1.53

0.91

0.68

0.51

0.08

0.817

0.235

0.508

0.990

0.241

0.216

0.340

0.410

0.478

0.784

Depression No
Yes

12.65±18.18
14.40±12.29 0.97 0.326

Activities of daily living Independency
Partial dependency

11.92±18.49
15.84±11.42 5.09 0.025

Subsequent risk for weight loss No
Yes

11.92±17.91
13.75±16.03 1.09 0.298

하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고령자군에서 

삼킴장애 위험이 증가하는 것은 노화와 함께 진행되는 근력

의 저하(29), 침의 조성과 구강건조(30,31) 등을 고려할 때 

본 연구 결과는 예상과 일치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삼킴장애 위험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Whang(10)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으며 Holland 등(12)의 연구 결과와

는 일치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대상자의 성

비가 여성에 치우친 만큼 성별에 따른 차이는 추후 반복연구

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건강관련 특성 가운데 노인이 의치를 사용하는 경우 삼킴

장애 위험도(14.25)는 의치 비사용군(9.73)에 비해 유의하

게 높게 나타났다(P=0.013). 자연치아가 아닌 의치를 사용

하게 되면 대부분 저작력이 저하되고 자연치아가 아닌 의치

를 사용하는 자체가 타액의 질적･양적 변화를 유도한다고 

하였다(10).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의치를 전체, 부

분, 임플란트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삼킴장애 위험도는 

전체 의치의 경우 더욱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추후 

대상자의 저작능력 영향인자(저작 횟수, 저작 강도 등)나 구

강건조도 등을 정성 및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연관성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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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s of food intake problem and subsequent weight loss risk1) according to dysphagia risk among the community 
dwelling elders                                                                                            N (%)

Variables No risk Dysphagia risk P-value
Appetite is
  Very poor
  Poor
  Neutral
  Good
  Very good

  4 (2.05)
 37 (18.97) 
 76 (38.97) 
 60 (30.77) 
 18 (9.23) 

 31 (13.84) 
 75 (33.48) 
 65 (29.02) 
 38 (16.96) 
 15 (6.70) 

0.000

Amount for satiety
  Several spoons of rice
  A quarter of a bowl of rice
  Half a bowl of rice
  A bowl of rice

  2 (1.03) 
 20 (10.26) 
 78 (40.00) 
 95 (48.72) 

 20 (8.93) 
 41 (18.30) 
 75 (33.48) 
 88 (39.29) 

0.000

Frequency of a meal a day
  < A meal 
  A meal 
  Two meals 
  Three meals 
  > Three meals 

  0 (0.00)
  3 (1.54)
 24 (12.31)
158 (81.03)
 10 (5.13)

 14 (6.25)
 20 (8.93)
 52 (23.21)
124 (55.36)
 14 (6.25)

0.000

Food tastes is
  Very poor
  Poor
  Neutral
  Good
  Very good

  2 (1.03)
 24 (12.31) 
 83 (42.56) 
 69 (35.38) 
 17 (8.72) 

 22 (9.82) 
 28 (12.50) 
 82 (36.61) 
 73 (32.59) 
 19 (8.48) 

0.004

SNAQ score 
  Normal (>14)
  Risk (≤14)

 
 76 (38.97)
119 (61.03)

 
 56 (25.0)
168 (75.0)

0.002

Total 195 (100) 224 (100)
1)Assessed by Simplified Nutritional Appetite Questionnaire (SNAQ).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질환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에서 삼킴장애 위험도(12.79)는 특정질환이 없는 노인

(15.34)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었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나

타나지 않았다. 또한 노인의 질환에 따라 삼킴장애 위험도에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

았다. 선행연구에서 노인의 질환이 있는 경우 삼킴장애 위험

도(8.11)는 질환이 없는 경우(6.42)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10), 특히 신경계 질환, 소화기계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3,9,13)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삼킴장애 위험도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질환

이 없다고 응답한 노인은 전체 대상자의 16.27%에 불과했

지만, 이는 선행연구(10)에 비해 본 대상자의 질환 보유율이 

높은 것(약 2배 정도)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011

년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 결과(11) 뇌졸중, 파킨슨 질

환을 포함한 뇌신경계 질환 및 위장 질환자 보유자는 각각 

7.30%, 11.10%였는데 반해 본 연구에서 신경계 질환 및 

위장질환 보유자는 각각 16.95%와 9.55%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대상자의 질환 보유 특성은 삼킴장애 위험도의 질적 

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 호흡기

계 질환, 소화기계 질환, 정신계 질환자의 경우 삼킴장애 위

험 점수는 각 질환의 비보유자에 비해 높은 경향이었으나 

이들 간에 삼킴장애 위험도는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나지 않

았는데, 이는 삼킴장애 위험점수의 표준편차가 선행연구에 

비해 컸던 점을 고려할 만하다.

여러 연구에서 노인의 우울증상은 구강건조와 상관이 있

고(10,29), 또한 우울은 삼킴장애와 강력한 상관성이 보고

되었다(10,12,31). 본 연구대상자의 주관적인 우울도에 따

라 삼킴장애 위험도를 비교한 결과 우울증상군의 삼킴장애 

위험도(14.40)는 정상군의 삼킴장애 위험도(12.65)보다 높

았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3).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삼킴장애 위험도는 Table 3과 같이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예상한 바와 같

이 부분적으로 의존적인 경우(15.84)가 독립적인 경우(11.92)

보다 유의하게 높았고(P<0.05)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였

다(4,12).

SNAQ를 이용하여 식품섭취 문제에 따른 체중감소 위험 

여부에 따라 삼킴장애 위험점수를 분석한 결과 체중감소 위

험군의 삼킴장애 위험점수(13.75)는 정상군(11.92)에 비해 

높았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3). 그

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재가노인을 삼킴장애 위험군과 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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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군으로 구분하고 SNAQ의 세부항목 즉 식욕상태, 포만을 

느끼는 음식의 섭취량, 일일 식사 빈도와 입맛과 같은 섭취 

문제와 향후 섭취 문제 위험도를 비교한 결과(Table 4), 각 

세부항목에 대하여 비위험군보다 삼킴장애 위험군에서 식

욕이 나쁜 경우가 유의하게 많았으며(P<0.001), 조금만 먹

어도 배부르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고(P<0.001) 하루 3끼 

이상을 섭취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유의하게 적었으며(P< 

0.001), 입맛이 매우 나쁘다고 응답한 경우가 유의하게 많았

다(P<0.01). 따라서 SNAQ 총점도 비위험군보다 삼킴장애 

위험군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향후 섭취 문제 위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SNAQ를 이용한 섭취 

문제 위험 여부에 따라 삼킴장애 위험도 차이를 비교 분석한 

국내 연구는 본 연구에서 처음 시도되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운 실정이나 삼킴장애에 따른 영양불량과 섭취 문제는 

여러 연구 결과(3,4,12)에서 보고되어 본 연구 결과와 비교

할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삼킴장애는 우선적으로 

노인성 만성질환(예: 뇌졸중, 파킨슨병, 치매, 암, 관절염)과 

관련이 있으며, 그 다음으로 질병과는 무관하게 노화에 따른 

근력감소, 구강 및 후두감각과 미각의 변화, 타액 조성과 양

의 변화에 따른 구강건조, 치아상실로 인한 저작력 감소 및 

물 섭취량 감소, 복용하는 약물의 증가, 노인의 일상수행능

력, 우울증 등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5,7, 

8,12). 향후 재가노인의 삼킴장애 위험과 섭취 문제 간의 

관련성 또는 인과성 여부를 밝힐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이루

어지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한 단면 

연구로 결과에서 나타난 재가노인의 삼킴장애 수준 및 관련

인자는 국내 재가노인의 실정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

리가 있다. 또한 면담에 의한 자료 수집이므로 문항별로 노

인에 따라 사실보다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등 응답수준이 주

관적일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

구는 국내에서 아직까지 연구 자료가 부족한 재가노인의 삼

킴장애 위험 실태를 보고하였고, 재가노인의 삼킴장애 위험

과 식품섭취 문제에 따른 섭취 문제 위험과의 연계성을 보고

한 국내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후속 연구의 

기초자료로써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에

서는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 및 다양화하여 노인의 거주형태, 

동거가족 여부, 배우자 존재 여부 및 사회경제적 수준과 삼

킴장애 위험인자의 분석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삼킴장애 위험이 높은 재가노인들을 위한 효과적인 영양중

재 및 노인의 삼킴장애를 고려한 식품 물성연구와 고령 친화 

식품개발 등을 포함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

다.  

요   약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가노인을 대상으

로 삼킴장애 위험군을 선별하여 위험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인자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서울, 경기 및 충북 지역에 거주

하는 65세 이상 재가노인 419명을 대상으로 2012년 9월에

서 12월까지 일대일 면접방법으로 설문자료를 수집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응답자 가운데 

과반수(53.50%)가 삼킴장애 위험군으로 판정되었고 삼킴

장애 위험점수는 평균 13.17점으로 국내외 선행연구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둘째, 노인의 삼킴장애 위험도는 65~74

세군보다 75세 이상군에서 높았고, 의치를 하는 경우와 일

상생활에서 독립성이 떨어지는 경우에 유의하게 높았다. 셋

째, 삼킴장애 위험군과 비위험군에서 노인의 식품섭취 문제

와 그에 따른 향후 섭취 문제 위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삼킴

장애 위험군은 비위험군보다 식욕부진, 식사량 감소, 잦은 

결식, 입맛이 나쁘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며 이에 따라 

향후 섭취 문제 위험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국내 재가노인의 삼킴장애 실태는 간과하기 어

려운 수준이며 향후 지역사회의 다양한 환경에 있는 노인들

을 대상으로 연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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