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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시설 거주 치매노인의 식사행동장애 관련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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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eeding difficulties and related factors in older adults with de-
mentia who reside in long-term care facilities. Methods: Participants were 149 older adults with dementia residing 
in long-term care facilities and 93 certified caregivers working in five long-term care facilities.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by SPSS 21.0. Results: The mean score for feeding difficulty was 7.26±4.30. The highest for a feeding difficulty 
item was, "Does the patient require/close supervision while feeding?". The variables related to the feeding difficulty 
were physical function (β=0.37, p<.001) and certified caregivers' attitude towards feeding older adults with de-
mentia (β=0.31, p<.001). These two variables explained about 44.0% of total variance (F=24.26, p<.001). 
Conclusion: The results suggest the need for nursing interventions to prevent aggravation of physical function 
related to feeding skills. In addition, systematical and practical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are needed for 
certified caregivers to help maintain positive attitudes. These programs should lead the certified caregivers to ac-
cept that feeding is not just a task but a relationship between certified caregivers and older adults with demen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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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치매는 다양한 신경퇴행성질환으로 인해 인지능력과 독립

적인 생활 수행능력에 손상이 생기는 임상증후군으로 비가역

적이며 점진적으로 진행된다[1]. 치매의 진행과 함께 치매노

인에서 식사와 관련된 문제가 흔히 나타난다[2]. 대체로 중 ․ 
후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며 요양시설에 입소한 치

매노인의 경우 85.8%에서 식사행동장애로 인한 문제가 발생

하였다[2,3]. 

치매노인이 식사 시 나타나는 문제행동인 식사행동장애[4]

는 과도하게 먹거나 혹은 먹기를 거부하기도 하며, 점차 음식

에 대한 흥미를 잃거나 어떻게 먹는지 잊어버리는 등의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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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한다[5]. 또한 기능 저하로 인해 먹는 능력이 감소되어 음

식을 입에 넣고 씹고 삼키는 과정이 어려워지는 등 다양한 형

태로 나타난다[6]. 어떤 것이든 식사행동장애가 생긴 치매노

인은 독립적인 식사가 불가능해지고 도움(hand feeding)을 

필요로 하다가 결국에는 도움에도 불구하고 식사량이 감소하

여 영양문제가 생긴다. 이는 곧 체중감소로 이어져 근무력, 욕

창, 부동 등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결국 식사행동장애

는 치매노인에게 심각한 건강문제를 초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3]. 

간호사는 치매노인의 영양 상태와 식사행동장애를 사정하

고 문제를 인지해야 할 뿐 아니라 요양시설에서 치매노인에 

직접 식사를 지원하는 요양보호사를 교육하고 관리 ․ 감독하

는 역할을 해야 한다[7]. 교육을 통해 잘 훈련된 요양보호사들

이 안전한 방법으로 식사를 지원하는 것은 치매노인의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8]. 식사행동장애는 치매의 특성으로 인

해 나타나는 치매노인이 갖는 문제에 더불어 치매노인을 둘러

싼 사회 ․ 문화적인 부분을 포함한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

는다. 특히, 요양보호사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하여 이에 따라 

식사행동장애가 개선되거나 식사량에 변화가 나타나는 결과

를 보인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식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5,9,10]. 그러나 

장기요양시설 치매노인 식사 지원 과정이 전문적인 지식보다

는 요양보호사의 ‘주관적 경험’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식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 음식의 종류와 양을 제한하는 사례

까지 있는데도 이에 대한 간호사의 관심은 매우 미약하다. 또

한 식사가 일상적인 일이며 너무나 당연해서 학문적으로 살펴

볼 가치가 없는 행위로 간주되기도 한다[11]. 

국외 치매노인의 식사 관련 연구를 보면 용어를 정리하고 

식사행동장애 모델을 제시하면서 관련 변수를 살펴본 연구

[9], 식사기능이나 행동장애를 사정하기 위한 도구개발 연구

[6], 치매노인의 식사와 관련된 고찰[2,5,7,10,12,13], 간호제

공자에 대한 중재 연구[14]등이 있다. 치매노인의 식사행동장

애는 인지기능[4,15,16], 일상생활수행능력[4,16,17],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15], 식사 장소 및 식이 형태

[17], 식사를 지원하는 간호제공자와의 상호작용[8] 등에 영향

을 받는 것을 선행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연구 

현황을 보면 치매노인의 식사 지원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11], 치매노인에 관련된 기능 상태에 따른 식사 행동과 그 영

향 요인을 살펴본 연구가 있을 뿐이다[4,16]. 

치매노인은 자신의 요구를 전달하기 어렵고 식사행동장애

로 인한 영양장애는 치매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간호사가 치매노인의 식사

행동장애를 사정하고 중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간호 영역이

다[12]. 따라서 치매노인의 식사행동장애를 살펴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치매노인의 식사에 대한 국내 연

구는 아직 부족하고 추가 연구도 계속 요구된다[16]. 특히 요양

보호사가 식사를 지원하면서 보여주는 태도나 치매노인과의 

상호작용이 어떤가 하는 것은 식사에 매우 중요하다[5,8,11,12]. 

그러나 국내 연구는 치매노인 수준에서 식사와 관련된 요인을 

살펴보는[4,16] 연구가 있었을 뿐 직접 식사를 지원하는 요양보

호사의 측면에 대해서는 아직 다루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치매노인 관련 요인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 관련 요인을 함

께 살펴보고자 한다. 기능제한을 갖는 치매노인에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를 살펴보는 과정은 치매노인의 식사행동

장애를 이해하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치매

노인의 식사에 대한 간호사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식사행동장

애를 개선시키기 위한 중재를 계획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연구목적 

치매노인의 식사행동장애와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

구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치매노인의 특성과 식사행동장애 정도를 파악한다.

 요양보호사의 특성을 파악한다.

 치매노인의 특성과 식사행동장애의 관계를 파악한다.

 요양보호사의 특성과 치매노인 식사행동장애의 관계를 

파악한다.

 치매노인의 식사행동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

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치매노인의 식사행동장애와 이에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다.

2. 연구대상자 및 표집 방법

본 연구는 50인 이상 규모의 요양시설에 입소한 65세 이상

의 노인 중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한국어판 간이정신상태 검

사(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us Examination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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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entia Screening, MMSE-DS) 점수 22점 미만이며 식사

행동장애가 있는 자로써 치매 노인의 법정대리인이 연구에 참

여하기로 서면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G*Power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투입변수 13개, 유의

수준 .05, 검정력 .80, 중간 수준 효과크기인 .15 로 산출한 결

과 연구대상자 수는 131명이었다. 2015년 8월부터 9월까지 전

남 지역 50인 이상 정원 규모의 5개 요양시설 치매노인을 대상

으로 자료수집하였고 선정과 제외 기준에 따라 최종 149명을 

분석 자료로 하였다. 요양시설은 60인 정원 시설이 4곳이었고 

한 곳은 정원 100인 시설이었다. 각 시설들은 법적 인력기준인 

입소자 2.5명 당 1인의 요양보호사가 근무하였다. 

요양보호사는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치매노인에게 직접 식

사를 지원하는 자로써 서면으로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

으로 하였고 최종 93명을 분석 자료로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치매노인과 요양보호사에게는 소정의 물품으로 사례하였다. 

치매노인의 구체적인 선정기준과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선정기준 

 요양시설 입소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진단을 받은 자

 MMSE-DS 점수 22점 미만인 자

 구강으로 섭취가 가능한 자

 치매노인의 법정대리인이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

 식사행동장애 점수 2점 이상인 자

2) 제외기준 

 위관영양 중인 자

 급성기 질환 등으로 구강 식사가 불가능한 자 

3. 연구도구

1) 식사행동장애

치매노인의 식사행동장애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Watson

에 의해 개발된 식사행동장애 측정도구(Edinburgh Feeding 

Evaluation in Dementia-Questionnaire, EdFED-Q)[18]를 

개발자에 사용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연구자

가 우리말로 번역하고 한국외국어대학 통번역대학원 석사이

며 미국에 20년 이상 거주하여 우리말과 영어에 모두 능통한 

자가 역번역 하였다. 간호학 전공 교수 1인이 문항의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31명의 요양시설 입소 치매노인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총 11개 문항으로 처음 10개 

문항은 식사 시간 동안 문항 항목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가

에 대한 질문이며 점수는 ‘0점=전혀 아니다’, ‘1점=가끔’, ‘2점

=자주’의 3점 척도로 구성된다. 점수 범위는 0~22점으로 식사

행동장애 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식사행동장애가 있다고 구

분하며[19] 점수가 높을수록 식사행동장애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는 .87[20]이었고 중국어버

전의 Cronbach's ⍺는 .75였다[15].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는 .77이었다.

2) 인지기능

치매노인의 인지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MMSE-DS를 사

용하였다. 국내 인지기능 검사 도구의 단일화 요구의 결과로 

한국 노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되었으며[21] 현재 치매 조

기검진사업 절차에 따라 1단계 검사로 전국 보건소에서 사용

하고 있다[1]. MMSE-DS는 점수 범위가 0~30점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인지기능이 낮음을 의미하며 최적 절단점은 22점 미

만이다[21]. 13점 이상은 경도, 9점 이상은 중등도, 9점 미만은 

중증 인지장애로 분류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는 .83이

었고[21]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92였다.

3) 신체기능

원장원에 의해 개발된 한국형 일상생활활동 측정도구(Ko-

rea Activities of Daily Living Scale, K-ADL)[22]를 사용하

여 측정하였다. 총 7 문항으로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구성되

어 있다. 1점은 완전자립, 2점은 부분의존, 3점은 완전의존으

로 7개 항목의 총점을 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의존이 심한 

것을 뜻한다[22]. 점수 범위는 7~21점으로 14점 이상은 의존

도 심함, 10-13점은 중등도, 9점 이하는 의존도 경함을 의미하

며[16] 개발 당시 Cronbach's ⍺는 .95였고[22]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88이었다.

4) 식사에 대한 태도

치매노인의 식사에 대한 간호제공자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

해 Chang [14]에 의해 개발된 치매노인 식사에 대한 태도 측정

도구(Formal caregivers' attitude toward feeding demen-

tia patient questionnaire)를 개발자에 사용 허락을 받은 후 

우리말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EdFED-Q와 같은 번역 ․ 역번

역 과정을 거쳐 간호학 전공 교수 1인이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써 5점은 강하게 동

의함을 의미하고 1점은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점

수 범위는 20~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태도를 의

미한다. 예비조사 후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개발 당시 C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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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h's ⍺는 .72였고[14]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75였다.

5) 식사소요시간

식사소요시간은 치매노인 1끼 식사 지원에 소요되는 시간

을 말하며 연구자와 연구 보조자의 직접 관찰로 측정된 시간

이다. 요양보호사가 치매노인 앞에 식사를 제공하는 때로부터 

식사가 떠나는 시간까지로 하였고 치매노인이 식사를 그만둔

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식사가 떠나지 않아도 끝난 것으

로 보았다. 총 소요시간은 분 단위로 기록하였다.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 승인(***IRB-

20150617-SB-006-02)을 받은 후 자료수집 하였다. 자료수집

을 위하여 *대학교 간호학 전공 학생 4인이 연구 보조자로 참

여하였다. 연구 보조자는 총 12시간 교육을 받았으며 급내상

관계수(Inter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를 구해 연

구자와 보조자 간 일치도를 산출하였다. MMSE-DS는 1차 일

치도 검사 결과 .64 (p<.001)로 기준이 되는 .81에 미치지 못

하였다. 4시간의 추가 교육 후 2차 일치도 검사를 시행하였으

며 결과는 .98 (p<.001)이었다. EdFED-Q, K-ADL은 1차 일

치도 검사에서 각각 .90 (p<.001), .99 (p<.001)의 일치도를 보

였다. 

치매노인의 일반적 특성은 시설 자료를 이용하여 수집하였

다. 치매노인의 체중과 키는 연구 보조자들이 직접 측정하였

고 식사 장소, 식이 형태, 식사소요시간 등은 저녁식사 시간에 

1회 참여하여 직접 관찰한 자료로 하였다. 인지기능은 연구자

와 연구 보조자가 직접 대상자를 면담하여 측정하였고 K-ADL, 

식사행동장애는 요양보호사 면담을 통해 수집하였다. 요양보

호사는 조사 대상으로 포함된 치매노인의 식사를 직접 지원한 

자를 대상으로 자가보고형 설문지로 일반적 특성과 식사에 대

한 태도를 측정하였다. 

5. 자료분석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유의수준은 .05 수준에서 처리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치매노인의 특성과 식사행동장애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

여 기술통계분석을 하였다. 

 요양보호사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하였다.

 치매노인의 특성과 식사행동장애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 one-way ANOVA를 하였고, Scheffé test

로 사후 검증 하였으며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를 구하였다.

 요양보호사의 특성과 치매노인의 식사행동장애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 one-way ANOVA를 하

였고, 사후 검증으로 Scheffé test를 하였으며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다.

 치매노인 식사행동장애에 관련된 변수들의 효과를 확인

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하였다.

연구결과

1. 치매노인의 특성

치매노인의 연령은 평균 83.68세로, ‘85세 이상’ 45.6%였다. 

인지기능의 평균은 5.63±5.78점이었고, 신체기능의 평균은 

17.04±3.51점이었다. 식사소요시간은 평균 10.98±6.35분이

었으며, 식사행동장애의 평균은 7.26±4.30점이었다(Table 1).

2. 요양보호사의 특성

요양보호사 평균 연령은 50.69±7.52세로, ‘여자’가 86.0%

였다. 근무기간은 평균 4.70±3.50년이었으며, ‘3년 미만’ 37.6 

%, ‘3~5년 미만’ 17.2%, ‘5~7년 미만’ 25.8%, ‘7년 이상’ 19.4%

였다. 치매 관련 교육은 받은 적 ‘없다’ 19.4%, ‘있다’가 80.6%

였고 식사에 대한 태도는 42.70±9.10점이었다(Table 2).

3. 치매노인의 특성과 식사행동장애 

식사행동장애에 차이를 보인 치매노인의 특성은 인지기능, 신

체기능으로 인지기능은 ‘중증’(7.88±4.57)이 ‘경도’(5.39±2.31) 

보다 식사행동장애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후 검증결과 

집단 간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F=3.97, p=.021). 신

체기능은 ‘의존도 심함’(7.98±4.28)이 ‘의존도 경함’(3.50± 

1.38)과 ‘의존도 중등도’(3.50±1.79) 보다 식사행동장애 정도

가 높았다(F=12.63, p<.001). 그 외 식사행동장애에 차이를 보

인 특성은 식사장소, 식이형태로 ‘방’(8.44±4.71)이 ‘공동식사

장소’(6.12±3.54)보다 식사행동장애 점수가 높았다(t=3.41, 

p=.001). 식이형태는 ‘죽 혹은 미음’(9.56±4.64)이 ‘일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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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Older Adults with Dementia (N=14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Min Max

Age (year) 65~74
75~84
≥85

 19
 62
 68

(12.8)
(41.6)
(45.6)

83.68±8.15 65 105

Gender Male
Female

 30
 119

(20.1)
(79.9)

BMI (kg/m2) Underweight (＜18.5)
Normal (18.5~＜23)
Overweight (23~＜25)
Obese (≥25)

 54
 60
 18
 17

(36.2)
(40.3)
(12.1)
(11.4)

20.24±4.09 12.39 31.79

Duration of illness
(year)

＜2
2~＜5
5~＜10
≥10

 48
 50
 34
 17

(32.2)
(33.6)
(22.8)
(11.4)

 4.30±3.97 0.08 25.75

Cognitive function Mild dementia (13~21)
Moderate dementia (9~12)
Severe dementia (0~8)

23
22

104

(15.4)
(14.8)
(69.8)

 5.63±5.78 0 19

Physical function Mild dependency (0~9)
Moderate dependency (10~13)
Severe dependency (14~21)

6
18

125

(4.0)
(12.1)
(83.9)

17.04±3.51 8 21

Oral problems No
Yes

66
83

(44.3)
(55.7)

Contents of 
oral problems (n=83)

Loss of teeth
Dentures
Stomatitis
Pain

53
26
 1
 3

(63.9)
(31.3)
(1.2)
(3.6)

Visual impairment No
Yes

138
11

(92.6)
(7.4)

Hearing impairment No
Yes

125
24

(83.9)
(16.1)

Place for meals Room
Public eating place

73
76

(49.0)
(51.0)

Diet type General
Soft
Liquid

92
47
10

(61.8)
(31.5)
(6.7)

Feeding time (minute) 2~9
10~14
≥15

65
61
23

(43.6)
(41.0)
(15.4)

10.98±6.35 2 45

Feeding difficulty 7.26±4.30 2 22

Min=Minimum; Max=Maximum.

(5.83±3.38)보다 식사행동장애 점수가 높았다(t=-5.67, p< 

.001)(Table 3). 

4. 요양보호사의 특성과 치매노인 식사행동장애 

치매노인의 식사행동장애에 차이를 보이는 요양보호사의 특

성은 근무기간과 치매 관련 교육 이수 ‘유’, ‘무’이었다(Table 4). 

근무기간은 ‘5~7년 미만’(8.57±4.73)이 ‘7년 이상’(4.94±2.27) 

보다 식사행동장애 점수가 높았다(F=3.16, p=.029). 치매 관련 

교육 이수는 ‘무’(8.86±3.98)가 ‘유’(6.37±3.81) 보다 식사행동

장애 점수가 높았다(t=2.47, p=.015). 상관분석 결과 치매노인 

식사행동장애는 요양보호사의 식사에 대한 태도와 정적상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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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Certified Caregivers (N=9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Min Max

Age (year) 23~＜50
50~＜55
≥55

 32
 30
 31

(34.4)
(32.3)
(33.3)

50.69±7.52 23 63

Gender Male
Female

 13
 80

(14.0)
(86.0)

Education ≤Middle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29
 38
 26

(31.2)
(40.9)
(27.9)

Length of career
(year)

＜3
3~＜5
5~＜7
≥7

 35
 16
 24
 18

(37.6)
(17.2)
(25.8)
(19.4)

 4.70±3.50 0.08 14.67

Education related to 
dementia 

No
Yes

 18
 75

(19.4)
(80.6)

Number of 
assigned elders for 
feeding assistance

＜3 
3~4
≥5

 26
 47
 20

(28.0)
(50.5)
(21.5)

 3.63±2.00 1 12

Decision maker to 
stop feeding

Elders with dementia
Certified Caregivers
Nurse
Family members

 68
 22
 2
 1

(73.1)
(23.7)
(2.1)
(1.1)

Interactions with 
elders having 
feeding difficulties
(multiple choice)

Stop feeding
Encourage meals with verbal prompts
Encourage meals with touching
Physical guidance for meals
Forced with full physical assistance

16
 63
 44
 31
 5

(17.2)
(67.7)
(47.3)
(33.3)
(5.4)

Attitudes* 42.70±9.10 22.00 78.00

*Attitudes toward feeding of certified caregivers; Min=Minimum; Max=Maximum.

있었다(r=0.50, p<.001).

5. 치매노인의 식사행동장애 관련 요인

변수들이 치매노인의 식사행동장애에 주는 영향을 확인하

기 위하여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하였다. 독립변수는 

치매노인 요인으로 인지기능, 신체기능 2개와 요양보호사 요

인 중 근무기간, 치매 관련 교육 이수 여부, 식사에 대한 태도 3

개 등 총 5개를 투입하였다.

분석 전 Durbin-Watson 통계량을 구한 결과 1.72로 2에 

가까워 오차항들 간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표준화 잔차가 모두 ±3 이내의 값으로 오차항의 분포를 정규

분포로 가정 할 수 있었다. 공차한계는 모두 .10 이상이었으며, 

VIF (Variation Inflation Factor) 값 또한 모두 10 미만으로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식사행동장애에 유의한 영향 요인은 치매노인의 

신체기능(β=.46, p<.001)과 요양보호사의 식사에 대한 태도

(β=.34, p<.001)이었다. 신체기능 점수가 높을수록, 식사에 

대한 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즉, 식사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

수록 식사행동장애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요인들에 의해 설

명되는 비율은 42%였다(F=55.58, p<.001, Adjusted R2=.42) 

(Table 5).

논 의

치매노인의 식사행동장애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EdFED-Q를 사용하였다. 식사행동장애 평균 점수는 7.26점

으로 EdFED-Q를 사용한 Chang [14]의 연구결과 8.4, 10.1 등

에 비해 다소 낮았고 Chang [17]의 다른 연구의 6.51에 비해

서는 조금 높았다. 같은 도구를 사용한 국내 연구결과는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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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eeding Difficul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Older Adults with Dementia (N=14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Feeding difficulty

M±SD t or F (p)  Scheffé́ test

Age (year) 65~74
75~84
≥85

19
62
68

6.74±3.97
6.65±3.40
7.96±5.01

 1.68 (.190)

Gender Male
Female

30
119

6.43±2.81
7.46±4.58

 -1.17 (.243)

BMI (kg/m2) Underweight (＜18.5)
Normal (18.5~＜23)
Overweight (23~＜25)
Obese (≥25)

54
60
18
17

8.20±4.81
6.37±3.68
8.17±4.26
6.41±4.17

 2.28 (.082)

Duration of illness
(year)

＜2
2~＜5
5~＜10
≥10

48
50
34
17

7.17±3.91
7.98±5.14
6.65±3.59
6.59±3.95

 0.84 (.473)

Cognitive function Mild dementia
Moderate dementia
Severe dementia

23
22

104

5.39±2.31
6.27±3.92
7.88±4.57

 3.97 (.021)

Physical function Mild dependencya

Moderate dependencyb

Severe dependencyc

6
18

125

3.50±1.38
3.50±1.79
7.98±4.28

12.63 (＜.001)  c＞a, b

Oral problems No
Yes

66
83

7.09±3.91
7.39±4.61

 -0.41 (.679)

Visual impairment No
Yes

138
11

7.27±4.32
7.09±4.23

 0.13 (.896)

Hearing impairment No
Yes

125
24

7.27±4.31
7.17±4.30

 0.11 (.913)

Place for meals Room
Public eating place

73
76

8.44±4.71
6.12±3.54

 3.41 (.001)

Diet type General
Soft or liquid

92
57

5.83±3.38
9.56±4.64

 -5.67 (＜.001)

Duration of feeding
(minute)

＜10 
10~＜15
≥15

65
61
23

7.14±4.18
7.30±4.51
7.48±4.21

 0.06 (.945)

나 EdFED-Q를 수정 ․ 보완 하여 26문항으로 측정한 Hong과 

Gu [4]의 연구에서 2점 중 0.62점으로 본 연구결과를 환산한 

0.66점과 유사하였다. 

식사행동장애 도구를 사용해 조사한 결과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문항은 치매노인이 ‘음식을 섭취할 때 착된 감독이 필

요합니까?’로 이는 Hong과 Gu [4]의 연구와 유사였고 식사 중 

감독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치매의 진행에 따

라 말기에 이르러 인지기능과 신체기능이 더 저하되면 식사 관

련 문제는 치매노인을 직접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큰 문제

가 된다[3]. 따라서 EdFED-Q와 같은 간단한 측정도구를 활용

하여 입소 초기부터 정기적으로 치매노인의 식사행동장애를 

측정함으로써 장애를 가능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동시에 식사에 대한 관리 ․ 감독 요구가 많으므로[4,11,23] 

식사 시간에 참여하여 치매노인의 식사를 관찰하고 식사 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10,23].

본 연구의 결과 치매노인의 식사행동장애 관련 요인은 노

인의 신체기능과 요양보호사의 식사에 대한 태도로 규명되었

다.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의존성이 높아질수록, 요양보호사

의 식사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치매노인의 식사행동장

애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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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eeding Difficul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Certified Caregivers (N=9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Feeding difficulty

M±SD t or F (p) Scheffé́ test r (p)

Age (year) ＜50
50~54
≥55

32
30
31

6.24±3.72
7.59±3.68
6.76±4.40

0.91 (.406)

Gender Male
Female

13
80

6.59±2.58
6.89±4.14

-0.25 (.801)

Education ≤Middle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29
38
26

5.97±3.65
7.20±4.52
7.32±3.29

1.07 (.349)

Length of career 
(year)

＜3a

3~＜5b

5~＜7c

≥7d

35
16
24
18

6.78±4.13
6.55±2.72
8.57±4.73
4.94±2.27

3.16 (.029) c＞d

Education related to 
dementia 

No
Yes

18
75

8.86±3.98
6.37±3.81

2.47 (.015)

Number of assignment 
elders for feeding 
assistance

＜3
3~4
≥5

26
47
20

7.69±4.41
6.93±4.00
5.56±2.87

1.69 (.190)

Decision maker Elders with dementia 
Certified caregivers, nurses,

family members etc.

68
25

7.01±4.04
6.41±3.71

0.64 (.522)

Attitudes* .495 (＜.001)†

*Attitudes toward feeding of certified caregivers; †Attitudes toward feeding of certified caregivers matched with elders with dementia (N=149). 

Table 5. Factors associated with Feeding Difficulty among Older Adults with Dementia (N=149)

Variables B SE β t p
Collinearity Statistics

Tolerance VIF

(Constant) -9.55  1.63  -5.87 ＜.001

Physical function 0.56 0.08  .46  6.95 ＜.001  .89  1.12

Attitudes* 0.17 0.03  .34  5.19 ＜.001  .89  1.12

Durbin-Watson=1.81, F=55.58, p＜.001, R2=.43, Adj. R2=.42

*Attitudes toward feeding of certified caregivers; β=Standardized beta; VIF=Variation Inflation Factor.

우선 치매노인의 신체기능부터 살펴보면, 치매노인의 식사

행동장애는 신체기능과 매우 접한 연관이 있으며 가장 큰 

영향 요인이다[4,16,17]. 신체기능이 저하된 치매노인은 스스

로 식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로 인해 음식 섭취에 문제

가 생기고 영양장애가 나타나며 결과적으로 체중저하로 이어

진다[4,16,17,19]. 신체기능 저하가 식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은 운동 범위가 제한되고 음식을 입으로 가져가는 행위에 제

약이 생기기 때문이며, 도구의 사용이 어려워져 식사행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16,17]. 따라서 치매

노인의 신체기능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식사행동장애에 가장 

적절하고 반드시 필요한 간호 관리라고 할 수 있다. 중재 시작

은 신체기능 의존도가 심하게 되기 전 초기단계에서 시작되는 

것이 효과적이며 스스로 식사할 수 있도록 기능을 유지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4,16]. 식사를 지원할 때는 치매노인이 

스스로 자신의 신체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하

는 것이 중요하다[19,23]. 더불어 치매노인의 상황이 식사를 

지원해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지나치면 오히려 신체기능을 

저하시키고 의존성을 높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19,23]. 

미숙한 요양보호사는 과도하게 도움을 줘서 기능을 떨어뜨리

거나 전혀 도움을 제공하지 않아 문제를 일으킨다[8].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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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줄수록 식사량은 늘릴 수 있으나 의존성이 커지고 이에 

따라 신체기능은 오히려 더 떨어지게 된다[19]. 간호사는 개개 

치매노인에 맞는 개별적인 간호중재를 계획하고 요양보호사

가 적절한 식사 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식사를 도울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2,24].

신체기능과 함께 치매노인의 특성인 인지기능 측면을 보

면, 인지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식사행동장애는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치매노인은 무엇을, 어떻게, 언

제, 어디서 먹는지 혹은 먹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등을 인지하

기 어렵다[5,16,25]. 혹은 먹은 사실을 잊거나 식사와 관련된 

의사 표현을 못 하기도 한다[12,16]. 따라서 요양보호사는 치

매노인의 식사를 관찰하여 치매노인이 미처 표현하지 못하는 

요구를 알 수 있어야 한다[8,9,16]. 인지기능이 치매노인 식사

행동장애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부분인 것은 분명하지만 본 연

구에서 관련성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본 연구의 대상 치매노

인이 후기 노인인구임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낮은 인지기능을 

보였다. 이렇게 낮은 인지기능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가 확인

되지 않은 것은 먹는다는 것 자체가 갖는 의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인지기능의 손상에도 불구하고 먹는 것에 대한 흥미

는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하고, 식사는 가장 먼저 발휘되어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기능이다[5]. 즉, 인지기능은 신체기능

에 비해 치매노인의 식사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주는 변수

일 수 있다. 치매노인 특성상 인지기능의 손상은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인지기능 손상 과정에 있다고 해도 반드시 식

사행동장애로 인해 문제가 나타난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체기

능을 유지시키며 적절한 식사량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하다. 

그 외 치매노인의 식사행동장애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

은 식사 장소와 식이 형태였다. 식사를 방에서 먹는 경우가 공

동식사장소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에 비해 식사행동장애가 크

게 나타났고 식이 형태는 일반식 보다는 죽이나 미음을 먹는 

치매노인의 식사행동장애가 컸다. 어디에서 어떤 식사를 하느

냐는 것은 치매노인의 식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며 구강문

제를 포함한 신체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정서적 요인, 식사장

소의 환경에 대한 고려, 간호제공자와의 상호작용 등도 포함

하는 문제다[4,16,17]. Chang [17]은 치매노인의 식사를 변화

시키기 위해서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면서 간호

사들이 그 중요성을 쉽게 간과한다고 지적하였다. 치매로 인

해 식사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일지라도 독립성을 유지하고, 

식사에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식사량을 유지

하게 하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가 되도

록 해야 한다[5].

다음으로, 식사를 지원하는 요양보호사의 식사에 대한 태

도가 치매노인의 식사행동장애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규명

됨으로써 요양보호사와 치매노인의 상호작용이 중요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요양보호사는 식사시간에 꾸준히 말로써 격

려하는 등 식사를 돕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러한 과정이 치매노인의 식사를 돕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24]. 치매노인의 식사를 돕는 실제적인 방법을 요양보호사에

게 교육하고 이를 통해 잘 훈련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춘 요

양보호사가 치매노인의 식사를 지원하게 하는 것이 치매노인 

식사를 위한 중재의 핵심이 된다[26]. 식사행동장애를 보이는 

치매노인 식사에 도움을 주는 중재로 식사 시 먹는 동작을 보

여주거나 동작에 대한 힌트를 주는 방법, 가벼운 신체접촉 등

이 있다[8-10]. 실제로 요양보호사들은 치매노인이 식사를 중

지하려고 할 때 바로 중지하기보다는 말로 설득하여 더 드시

게 하거나, 가볍게 등을 두드리는 등으로 식사를 격려하는 방

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식사에 대한 요양보호사

의 태도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요양보호사의 치매노인 식사

에 대한 태도는 도구 개발자인 Chang [14]의 연구에 비해 다

소 긍정적이었다. 이에 대해 우선 한국과 대만이라는 문화의 

차이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요양시설 식사지원 업무를 맡

는 인력 구성에 차이가 있는지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실제로 

Chang [14]은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했고 연령이 본 연구

보다 낮았다. 연령이 낮고 경험이 적을수록 식사를 포함한 행

동심리증상(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in 

Dementia, BPSD)에 대해 부담감이 높기 때문에[27] 낮은 연

령에서 오는 높은 부담감이 더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한 것으

로 짐작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7년 이상 근무자가 돌보는 

치매노인의 식사행동장애가 가장 낮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

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근무기간이 길수록 오랜 경험으

로 인해 업무숙련도가 높아져[28] 문제 행동에 대한 대처가 용

이하고 부담감이 적어진 결과[27]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구 개발자에 의한 연구 외에는 비교할 수 있는 연구

가 없어 이와 관련한 논의에는 한계가 있으며 추가 연구가 필

요하다. 

요양보호사의 특성 중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

사가 지원하는 치매노인의 식사행동장애가 적은 것으로 나타

났다는 것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는 결과로 살펴볼만하

다. 교육을 통해 치매노인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이에 따라 

치매노인이 식사 중에 문제 행동을 보이더라도 긍정적으로 받

아들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치매노인 식사행동을 교정하는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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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보인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

제적인 교육을 받는 경우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한 결과를

[29] 볼 때, 실제 치매노인의 식사를 담당하고 있는 요양보호

사가 치매 관련 교육을 받은 것이 치매노인 식사에 대해 더 긍

정적인 태도를 갖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요양시설 

요양보호사는 식사를 지원하는 과정을 대개 같은 요양보호사

로부터 교육 받는다. 이러한 교육은 근거에 기반 한 교육이 아

니고 오히려 입소자에 안전하지 못한 환경을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24]. 따라서 간호사는 요양보호사에 치매노인의 식

사 관리를 중요 부분으로 교육하고 직접 체험을 통한 교육을 

계획하여 교육 후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해야 할 것이다. 

Aselage 등[24]은 식사를 직접 담당하는 간호제공자가 매 

식사에서 6~7명의 치매노인을 돌보고 있고 이것이 식사를 하

나의 업무로 인식하게 하고 기계적으로 지원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고 지적하였다. 식사를 업무로 이해하는 요양보호사는 효

율성을 위해 식사시간을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11,25]. 이와 관련지어 평균 10.98분(최단 2분-최장 45분)이 

걸린 식사소요시간을 살펴보면 시사점이 있다. 식사는 입소자

에 필요한 서비스 중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활동이다[5,8,25]. 

그러나 Durnbaugh 등[30] 38.8분, Chang과 Roberts [25] 

16.38분, Chang [17] 15.5분, Chang [14] 12.4분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매우 다양한 결과를 보인다. 식사시간의 장단과 상관

없이 대부분 연구자들은 식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부족하

다고 여긴다[5,25]. 치매노인실태조사[1]에서도 지역에 비해 

요양시설이 식사 지원에 유의하게 짧은 시간을 제공하였다. 

요양시설 치매노인의 중증도가 지역에 비해 높고, BPSD, 일

상생활 의존성 등도 시설 치매노인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결과여서 흥미롭다[1]. 우선, 요양시설은 가정보다 훨

씬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업무도 각각 분담되어 있어 같

은 보조를 하더라도 짧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요양보호사들이 치매노인 식사를 

빨리 마치고 싶은 업무로 생각한다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10,11,25]. 요양보호사들은 기능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필요 이상의 적극적인 보조를 하고, 음식을 한 그릇에 모두 

섞어서 제공하기도 하며, 충분히 먹었는지 혹은 음식에 대한 

취향은 어떤지 등에 대한 의사소통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치매

노인과 상관없이 식사를 마치기도 한다[10,11,17,25]. 종합해

보면 식사소요시간이 10여분 정도이고 치매노인의 인지기능, 

신체기능, 식사행동장애 등 어떤 변수에도 차이가 없는 것은 

현재 우리 요양시설의 치매노인 식사가 매우 업무 중심적이며 

제공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부족한 요양보호사 수, 과다한 업무,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모르는 것 등이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식사에 관심

을 갖고 충분한 시간을 들일 수 없게 한 요인이 되고 있다

[5,8,10]. 그러나 단순히 식사 시간만으로 요양보호사 식사 보

조 업무에 대해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

한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식사소요시간과 요양보호사의 

식사 지원 업무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고 특히 식사 시 

상호작용에 대한 추후 연구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간호사는 우선 적정한 수준의 요양보호사가 치매노인의 식

사를 보조하게 하고 식사 시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요양보

호사들이 식사를 서두르지 않게 하는 등 식사 전반에 관한 관심

을 갖고 상황을 개선하도록 관리하는 위치에 있다[10,23,26]. 

그러나 조사 대상 요양시설 5곳 중 식사과정에 간호사나 간호

책임자가 참여하여 정기적으로 관찰하는 경우는 1곳에 불과하

였다. 식사를 지원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입소 노인의 영양문제에 대해 체중 저하, 기능 저하와 

같은 결과에만 집중하고 있어[23] 선행 요인이 되는 식사과정

에 대한 간호사의 관심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요양시설 요

양보호사가 입소자 수에 대비하여 적정한가 하는 것과 그로 

인한 과도한 업무 부담 등에 대한 논란은 계속 진행 중으로 앞

으로도 연구가 계속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전남 일부 지역에서 

편의추출로 선정된 시설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

반화하는데 신중해야 한다. 또한 국외에서 사용된 식사행동

장애 도구(EdFED-Q)와 요양보호사의 식사에 대한 태도 도구

(Formal caregivers' attitude toward feeding dementia 

patient questionnaire)가 국내에서 타당도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추후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검증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치매노인의 식사행동장애와 관련 요인을 찾는 

조사연구로 분석 결과 치매노인의 신체기능과 요양보호사의 

식사에 대한 태도가 치매노인 식사행동장애 관련요인으로 나

타났다. 우선 치매노인의 신체기능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간호중재가 치매노인의 식사 기능 유지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식사행동장애 도구를 이용하여 정기적으

로 사정함으로써 식사행동장애를 조기발견 하여 관리 하는 

것이 치매노인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간호사는 식사 

과정 전반에 참여하여 관리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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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지원자로서 요양보호사의 긍정적인 태도가 중요함을 

확인하였고, 식사 시 치매노인과 요양보호사는 서로 상호작용 

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이 식사에 중요 요소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요양보호사는 식사가 그저 빨리 마쳐야 하는 일

상적인 업무가 아니라 치매노인의 건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

라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간호사는 치매 자체

뿐만 아니라 치매노인 식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교육하여 요양

보호사가 긍정적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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