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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According to a survey of older people in 2014, 54.6% of survey participants reported feeling uncomfortable 
in their daily life because of swallowing disord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that influence 
swallowing quality of life in community dwelling elders. Methods: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study was conducted 
with a sample of 150 community dwelling older people.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consisting of the MMSE-K(Mini-Mental State Examination-Korean), GDSSF-K (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 Korea Version), Life Stress, and SWAL-QOL (Swallowing-Quality of Life). For data analysis, descriptive sta-
tistics,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performed using 
SPSS/WIN 21.0 for Windows. Results: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swallowing quality of life and 
mental state (r=.27, p=.001), depression (r=-.47, p<.001) and life stress (r=-.60, p<.001). The factors influencing 
swallowing quality of life were having experienced aspiration (β=.29, p<.001), and life stress (β=-.38, p<.001). 
These variables explained 43.0% of swallowing quality of life. Conclusion: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experienc-
ing aspiration and life stress are variables that influence swallowing quality of life. Based on these results, nurses 
should educate older people about chronic disease management and eating habits to prevent aspi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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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는 2017년 8월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257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

였다. 2025년 고령인구 비율은 20%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1].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 건강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자가 평가한 결과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43.7%를 차지하였다[2]. 이는 노

인들이 노화로 인한 건강문제에 대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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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화는 신체

구조 및 기능의 비가역적인 퇴행성 변화로 여러 건강상의 문

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만성질환, 폐렴, 영양문제, 

치매 등의 신체적 문제와 우울, 스트레스, 분노, 자아존중감 저

하 등 정서적 문제로 구분된다[2,3]. 

노화로 인한 다양한 신체적 문제 중에서도 삼킴곤란은 정

상노인에서도 구강상태 변화와 식도 근력약화, 인지기능의 저

하로 발생할 수 있다[4,5]. 최근 노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노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노인의 54.6%가 씹기 능력 제한

으로 인한 삼킴곤란으로 인해 일상생활수행에 불편감을 느끼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한 노인의 49%는 영양관리 주

의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2]. 이러한 삼킴곤란은 

입에서 식도로 음식물이 효과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어려운 증

상으로, 효율적으로 먹고 마시는 능력의 저하로 인해 흡인성 

폐렴, 영양섭취부족을 발생하게 하며, 이로 인해 탈수와 신체

기능저하 등 이차적인 문제를 야기한다[6]. 이러한 삼킴곤란

은 노인에게 있어서 의료비용 상승을 야기하며, 사망률의 증

가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외에 삼킴곤란은 노인들의 식사에 

대한 두려움, 의욕저하 등의 정서적 문제들도 야기한다[7]. 이

와 같이 삼킴곤란은 노인들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저하로 인

한 삶의 질을 저하시키므로 노인의 삼킴곤란과 관련된 삶의 

질은 노인에게서 중요하게 고려해 봐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노인 삼킴곤란 관련연구의 대부분은 삼킴곤란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인의 신체적인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

되었다.

이에 노인의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후, 노인의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

다. 국내에서는 아직 노인의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관련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다. 국내 ‧ 국외에

서 수행된 관련 연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Chouinard [8]

는 인지기능이 저하된 환자들은 혀의 움직임의 변화와 설골 

및 상부식도괄약근의 상승 및 수축, 감각기능 저하 등으로 인

해 구강과 인두 및 후두의 움직임이 정상적인 조합을 이루지 

못하게 되며, 조정력의 저하로 인해 삼킴곤란의 문제가 발생

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인지기능의 상태에 따라 치매초기 

환자들은 인두에서의 삼킴이 지연되는 특징으로 인해 삼킴곤

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치매 환자의 중증도가 높아질수록 

구강에서의 음식물에 대한 삼킴부터 어려워지면서 삼킴곤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

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Jang과 Kim의 연구[9]에서는 노인

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리학적으로 점차 저하되는 기능

들을 보완하기 위한 적절한 보상기전이 있지만 노인들의 질병 

및 수술경험과 같은 스트레스는 이러한 보상기전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거나 저해한다고 하였으며, 삼킴곤란 또한 스트레스

로 인해 악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우울과 스트레스

는 노인 환자에게 있어 주관적 구강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으

며, 스트레스로 인한 구강관리 소홀로 인해서도 구강건조증이 

발생할 수 있다[10,11]. 또한 타액의 양의 변화로 인한 구강건

조증을 갖은 노인은 일반노인에 비해 삼킴노력을 증가시키게 

되고, 사레들리는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삼킴곤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이 외에도 치아 수의 감소는 노

인들의 음식저작 기능을 저해하고 섭취를 제한하여 삼킴곤란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5], 정상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었으나 운동실조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 중에서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우울정도가 높을수록 삼킴곤란 관련 삶

의 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회복탄력성, 사회적인 

자신감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국내 및 국외에서 진행된 

삼킴곤란 연구를 바탕으로 노인의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인지기능, 생활 스트레스, 

우울을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의 영향요인 예측변수로 고려하

여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추후, 노인의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간호학적 접근 방

안을 모색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에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삼킴곤란 관련 삶

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인지기능, 우울, 생활 스트레스,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의 정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의 

차이를 검정한다.

 대상자의 인지기능, 우울, 생활 스트레스,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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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

계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D시 노인복지관을 이용 중인 만 65세 이상

의 노인들 중 글씨를 읽고 쓸 줄 알며,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호흡기계 질환 및 손상의 병력이 없는 자, 삼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경계 또는 소화기계 질환이 없는 자 중 본 연구에 자

발적으로 동의한 자를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연구대상

자 중 의사소통이 어려운 대상자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대상

자 수 산정을 위해 G*Power v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으로 설정하고, 예측변

수를 4개(인지기능, 우울, 생활 스트레스, 일반적 특성)로 적용

한 결과 총 129명이었으나 약 20%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155

명을 선정하였다. 최종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결과 설문에 불성

실하게 응답한 5명을 제외한 150명으로 선정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설문

지의 구성은 인지기능 측정을 위한 30문항, 우울정도 측정을 

위한 15문항, 생활 스트레스 측정을 위한 23문항, 삼킴곤란 관

련 삶의 질 측정을 위한 44문항, 일반적 사항 측정을 위한 15문

항으로 총 12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든 

측정도구는 도구 개발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사용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1) 인지기능

본 연구에서 인지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판 간이정신상

태검사(Mini-Mental State Examination-Korean, MMSE-K)

를 사용하였다. ‘시간 지남력(5점)’, ‘장소 지남력(5점)’, ‘기억 

등록(3점)’, ‘주의집중 및 계산(5점)’, ‘기억회상(3점)’, ‘언어기

능(8점)’, ‘시각적 구성(1점)’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범

위는 0~30점으로 24점 이상은 정상, 20~23점은 치매의심, 15 

~19점은 확정적 치매, 14점 이하는 중증 치매로 분류한다. 본 

도구의 표준화 당시 신뢰도 Cronbach’s ⍺는 .84 으며, 본 연

구에서 Cronbach’s ⍺는 .87이었다.

2) 우울 

본 연구에서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Kee [14]의 한국판 노인 

우울척도 단축형(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 

Korea Version, GDSSF-K)을 사용하였다. 총 15문항으로 각 

문항은 ‘예’는 0점, ‘아니오’는 1점으로 산정하며, 역문항 2, 7, 

8, 11, 12번은 역환산하여 계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의 중증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0~4점은 정상, 5~9점은 경증우

울, 10점 이상은 중증 우울상태를 의미한다. Kee의 연구[14]

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85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85였다.

3) 생활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생활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Seo와 Hah 

[3]가 노인의 스트레스원과 스트레스 인지정도에 관한 연구에

서 개발한 노인 스트레스척도(Seo’s elderly stress scale)를 

참고하여 Kim [15]이 수정 ‧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

구는 총 23문항으로 ‘경제 스트레스(6문항)’, ‘건강 스트레스

(8문항)’, ‘가족 스트레스(9문항)’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

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생활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에 대

해 ‘매우 아니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 

[15]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는 .88이었으며, 본 연

구에서 Cronbach’s ⍺는 .88이었다.

4)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

본 도구는 Mchorney 등[16]이 개발한 것으로 도구개발은 

Sidney Katz [16]의 가설인 ‘노인은 신생아가 기능을 얻는 것

의 역순으로 기능을 잃는다’를 바탕으로 하였다. 이 가설은 

‘노인이 가장 마지막에 잃는 기능을 삼킴으로 삼킴은 일상생

활을 수행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다’를 바탕으로 삼킴 

기능이 제한되면 건강 및 사회적인 활동이 감소하여 최종적으

로는 삶의 질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

으로 개발한 Mchorney 등[16]의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 도구

(swallowing quality of life, SWAL-QOL)를 한국어로 번역

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부담감’ 2문항, ‘먹는 시간’ 2

문항, ‘식욕’ 3문항, ‘증상의 빈도’ 14문항, ‘음식 선택’ 2문항, 

‘의사소통’ 2문항, ‘두려움’ 4문항, ‘정신건강’ 5문항, ‘사회적 

기능’ 5문항, ‘피로’ 3문항, ‘수면’ 2문항의 전체 11개 하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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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4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

다’ 1점, ‘전혀 아니다’ 5점으로 최소 44점에서 최고 220점으

로 계산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이 높음

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개발당시 신뢰도[16] Cronbach’s ⍺
는 .79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95였다.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 K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의 승인을 받았다(2017-032).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7년 6

월 15일부터 30일까지 D시에 소재한 한 개의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하였으며, 복지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

으로 해당 노인복지관의 기관장의 구두허락을 받은 후 진행되

었다.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자는 해당 노인복지관을 직접 방

문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직접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

였다. 연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는 서면으로 동의서를 작성하

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설문지에는 연구의 목적과 기간, 

연구방법, 위험성 및 이득, 기밀성, 의문 시 연락할 수 있는 연

구자의 연락처 등을 기재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는 자발적으

로 이루어지며 연구대상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철회

가 가능하며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음과 수집된 자료는 

연구의 목적만으로 사용할 것을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에게 설

명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연구자가 

설문지를 수거하는 즉시 부호화하였다. 설문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대상자는 자가 보고식으로 진행하였고, 혼자 설문하기에 

제한이 있는 연구대상자는 본 연구의 연구원이 일대일 면담방

식으로 설문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팀에서는 모든 연구원이 

설문내용을 똑같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표준화 

과정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설문자료는 동의서와 

설문지를 분리하여 규칙 없이 섞은 후 일련번호를 붙여 연구

자의 연구실에 이중 장금 장치를 통해 보관하였으며, 연구자 

외에는 누구도 대상자와 관련된 정보를 열람 할 수 없도록 하

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설문자료는 3년간 보관 후 파쇄기를 

통해 폐기할 예정이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인지기능, 우울, 생활 스

트레스,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지기능, 우울, 생활 스

트레스,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와 사후 분석

(Scheffe ́)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인지기능, 우울, 생활 스트레스, 삼킴곤란 관련 삶

의 질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의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나이는 75~84세가 72명(48.0%)

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평균은 80.0±6.61세였다. 

성별은 여자가 115명(76.7%), 남자가 35명(23.3%)이었으며, 

학력은 초졸 52명(34.7%)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무학 35

명(23.3%), 중졸 32명(21.3%), 고졸 이상 31명(20.7%) 순이었

다. 동거상태는 ‘독거’가 64명(42.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다음으로 배우자와 함께 사는 대상자가 42명(28.0%)가 

많았다. 결혼 상태는 ‘사별’이 83명(55.3%)으로 가장 높았다. 본

인이 지각하는 생활수준은 ‘보통이다’가 95명(63.4%)으로 가장 

높았다. 사레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대상자는 96명(64.0%), 없

다고 대답한 대상자는 54명(36.0%)이었으며, 식사시간은 16~ 

30분이 102명(68.0%)으로 가장 많았고, 틀니를 사용하는 대상

자는 91명(60.7%)으로 절반 이상의 대상자가 틀니를 사용하고 

있었다. 하루 양치횟수는 3회가 77명(51.4%)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삼킴 관련 삶의 질은 연령(F=3.57, p= 

.031), 학력(F=5.24 p=.001)에서 차이를 보였다. 연령이 높은 

군은 낮은 군에 비하여 삼킴 관련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학력에 있어서 초졸, 중졸, 고졸 이상인 군에 비하여 

무학인 대상자 군에서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의 일반적 특성 중 사레경험(F=-7.19, p<.001)

에서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의 차이를 보여 사레경험이 있는 

군이 없는 군에 비해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1).



90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김두리·김연옥·최성애

Table 1. Differences in Swallowing Quality of Life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50)

Variables Categories n (%) or M±SD
Swallowing quality of life

M±SD t or F (p)

Age (year) 65~74a

75~84b

≥85c

 32 (21.3)
 72 (48.0)
 46 (30.7)
80.0±6.61

165.81±19.49
155.07±24.17
148.80±36.36

3.57 (.031)
c＜a

Gender Female
Male

115 (76.7)
 35 (23.3)

155.03±28.00
156.80±29.10

0.33 (.745)

Religion Christian 
Catholic
Buddhist
None

 43 (28.7)
10 (6.6)

 55 (36.7)
 42 (28.0)

163.28±23.56
164.50±20.63
148.73±29.54
154.05±30.42

2.61 (.054)

Education level No formal educationa

Elementary school graduationb

Middle school graduationc

High school graduation or higherd

 35 (23.3)
 52 (34.7)
 32 (21.3)
 31 (20.7)

138.31±35.28
160.52±21.04
158.34±25.99
163.26±24.93

5.24 (.001)
a＜b, c, d

Type of residence With spouse
With child
With spouse and child
Single

 42 (28.0)
 32 (21.3)
12 (8.0)

 64 (42.7)

157.55±24.90
152.50±35.23
165.00±15.80
153.70±28.35

0.55 (.703)

Marital status Unmarried
Married
Separated
Bereaved

 4 (2.7)
 59 (39.3)
 4 (2.7)

 83 (55.3)

149.00±13.19
158.29±25.14
152.75±39.16
153.86±30.36

0.37 (.778)

Job Yes
No

14 (9.3)
136 (90.7)

155.43±20.51
155.44±28.90

-0.00 (.999)

Standard of living Very high
High
Average
Low
Very low

 3 (2.0)
 8 (5.3)

 95 (63.4)
 35 (23.3)
 9 (6.0)

172.00±37.51
146.00±47.38
158.50±26.09
153.46±23.76
133.67±34.83

2.22 (.069)

Aspiration Yes
No

 96 (64.0)
 54 (36.0)

145.67±28.24
172.81±17.91

  -7.19 (＜.001)

Meal time (minute) 0~15
16~30
＞30

 43 (28.7)
102 (68.0)
 5 (3.3)

160.49±26.77
153.66±28.67
148.40±59.54

1.05 (.352)

Dentures Yes
No

 91 (60.7)
 59 (39.3)

154.56±29.43
156.80±26.30

-0.47 (.636)

Number of times teeth 
are brushed

1~2 times/day
3 times/day
4~5 times/day

 68 (45.3)
 77 (51.4)
 5 (3.3)

156.13±27.61
154.25±28.22
164.40±39.09

0.34 (.713)

2. 대상자의 인지기능, 우울, 생활 스트레스,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 정도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인지기능은 30점 만점에 평균 23.63점

±4.46점으로 시간지남력 4.23±1.12점, 장소지남력 4.69±0.79

점, 기억등록 2.81점±0.68점, 언어능력 7.78±1.31점으로 비교

적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주의집중 2.77±1.83점, 기억회상 

1.34±1.13점으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우울은 15점 만

점에 5.97점±3.93점이었으며, 생활 스트레스는 106점 만점에 

67.29±14.71점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삼킴곤란 관련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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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among Mental State, Depression, Life Stress, Swallowing Quality of Life (N=150)

Variables
Mental state Depression Life stress Swallowing quality of life

r (p) r (p) r (p) r (p)

Mental state 1

Depression -.37 (＜.001) 1

Life stress -.25 (.002) .61 (＜.001) 1

Swallowing quality of life .27 (.001) -.47 (＜.001) -.60 (＜.001) 1

Table 2. Mental State, Depression, Life Stress, Swallowing 
Quality of Life in Elders (N=150)

Variables   M±SD  Range

Mental state
Time orientation
Place orientation
Memory registration
Attention and calculation
Memory recall 
Language

23.63±4.46
 4.23±1.12
 4.69±0.79
 2.81±0.68
 2.77±1.83
 1.34±1.13
 7.78±1.31

 8~30
0~5
1~5
0~3
0~5
0~3
1~9

Depression  5.97±3.93  0~15

Life stress  67.29±14.71  28~106

Swallowing quality of life 155.44±28.17  56~215

의 질은 215점 만점에 평균 155.44±28.17점이었다(Table 2).

3. 대상자의 인지기능, 우울, 생활 스트레스,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과의 관계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인지기능, 우울, 생활 스트레스, 삼킴

곤란 관련 삶의 질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과 인지기능은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27, p=.001), 우울(r=-.47, p<.001), 생활 스트레스(r=-.60, 

p<.001)는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Table 3). 

4. 대상자의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

본 연구에서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진입방식의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

다. 회귀분석을 위해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연령, 학력, 사레경험을 예측변수로 선정하였으며, 연령과 학

력은 회귀분석을 위해 더미변수로 변환하였다. 이 외에 삼킴

곤란 관련 삶의 질과 상관관계가 있었던 인지기능, 우울, 생활 

스트레스 또한 예측변수로 선정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공차한계가 .46~.60으로 0.1 이상이었으

며, 분산팽창인자도 1.67~2.25로 기준 값인 10보다 작아서 다

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예측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12.86, p<.001), 삼킴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는 생활 스트레스(β=-.38, p<.001), 사레경험(β=.29, p< 

.001)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들

의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에 대한 설명력은 43.0%로 나타났다

(Table 4). 

논 의

본 연구의 논의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인지기능, 우울, 생

활 스트레스,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의 관계를 논의하고자 하

며, 본 연구의 최종결과인 노인의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의 영

향요인을 고찰함으로써 추후 노인의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의 차이를 측정해 본 결과 대상자의 연령, 교육정

도, 사레경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연령에서는 65~74세 노인의 삼킴곤란 관련 삶

의 질이 85세 이상 노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연령이 높을수록 삼킴곤란 위험이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

와 일치한다[17]. 또한 Clark과 Solomon [4]의 연구에서도 나

이가 들어감에 따라 노화로 인해 구강근력 저하가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해 삼킴 능력이 저하된다는 연구와도 일치한다

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교육정도에 따른 차이에서는 초졸, 중

졸, 고졸 군이 무학 군보다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교육정도와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을 

직접 비교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뇌졸중 노인을 대

상으로 인지기능과 삼킴곤란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18]에 따



92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김두리·김연옥·최성애

Table 4. Factors Influencing Swallowing Quality of Life of Elders (N=150)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179.13 18.66 9.60 ＜.001

Life stress -0.75 0.16 -.38 -4.69 ＜.001

Aspiration 17.12 4.04 .29 4.23 ＜.001

Age - 85 years -9.36 5.47 -.15 -1.71 .089

Education- elementary school 7.56 5.26 .13 1.44 .153

Age - 75 years -6.38 4.69 -.11 -1.36 .176

Depression -0.55 0.59 -.08 -0.92 .358

Mental state 0.36 0.52 .06 0.70 .483

Education - middle school 4.33 6.38 .07 0.68 .498

Education - high school or higher 1.80 6.79 .02 0.27 .792

R2=.47, Adjusted R2=.43, F=12.86, p＜.001

르면 인지기능의 저하가 삼킴곤란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삼킴곤란과 치매 환자와의 관계를 알

아보기 위한 연구에서 경증치매 환자보다 중증 환자에서 삼킴

곤란 증상이 더 높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9]. 이는 인

지기능의 저하가 추후 삼킴곤란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사레경

험에 따른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사레경험이 없는 노인에서 사레경험이 있는 노

인보다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이 높게 측정된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했다[7]. 

본 연구대상자의 인지기능은 평균 23.63점으로 대부분 

20~23점에 포함된 경도인지장애 또는 경증치매에 해당되었

다. 이는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20]에서 21~30점 범위

의 평균 28.23점 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와 비교해 

보았을 때 선행연구에서의 연구대상자 평균나이가 73.69세로 

75세 이상 고령노인의 비중이 43.7%였던 것에 비해 본 연구에

서는 평균 80세로 고령노인의 비중이 78.7%로 고령자의 비중

이 높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우울정도는 5.97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우울 정도가 심함을 의미하는 5~9점에 해당하는 점수이

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를 GDSSF-K도구를 사용하여 우울정

도를 측정한 다른 연구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지역사회노인 

대상의 한 연구[21]에서 7.05점이었던 것에 비해 낮은 점수이

다. 이는 본 자료수집이 이루어진 노인복지관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스스로 자존감 증진 및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반면, 뇌졸중 노인

을 대상으로 한 연구[18]에서는 5.99점으로 우울 점수에 있어

서 본 연구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

자 특성을 보았을 때 75세 이상의 고령노인이 70% 이상을 차

지하며, 독거노인이 과반수 정도를 차지하는 대상자 특성과 

생활환경이 유사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생

활 스트레스 정도는 67.29점으로 확인되었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생활 스트레스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지역사회 노인

의 스트레스를 측정한 연구[21]에서 노인의 스트레스 정도는 

24.85점으로, 본 연구의 결과보다 낮은 스트레스 정도가 측정

되었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 특성 중 여성노인과 고령노인, 

독거노인의 높은 비중으로 인한 영향임을 생각해 볼 수 있으

며, 여성노인일수록, 배우자가 없고 혼자 생활하는 경우일수

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았다는 선행연구결과[3]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은 

155.44점으로, 이는 최근 국내에서 삼킴곤란 문제가 있는 환

자를 대상으로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삼킴곤란 관

련 삶의 질을 측정한 결과 158.89점이었던 것과 비슷한 결과로 

볼 수 있다[22]. 하지만 본 연구의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복

지관을 이용하는 정상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 한 것으로 선행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삼킴곤란을 진단받지 않은 정상노인에서

도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는 본 연구의 대상자의 평균연령이 80세 이상으로 고령이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 대한 일반화를 위

해서는 추후, 정상노인을 위한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과 관련

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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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 도시 복지관 이용 노인의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과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은 인지기능, 우울, 생활 스트레스와 유

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인지기능은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노인복지관을 이용 

중인 정상 노인을 대상으로 인지기능과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으나 노인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지기능정도와 삼킴곤란이 음

의 상관관계의 결과[18]를 나타낸 연구가 있으며, 뇌졸중 환자

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지기능 정도가 낮을수록 삼킴곤란 

치료의 효과도 낮게 나타난 연구결과[23]가 있었다. 이를 토대

로 인지기능은 삼킴곤란의 관련 요인 중 하나이며, 나아가 본 

연구에서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우울, 생활 스트레스와 삼킴 곤란 관련 삶의 질

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우울과 스트레스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이다. 본 연구에서 삼킴곤

란 관련 삶의 질 측정을 위해 사용한 도구인 SWAL-QOL은 

삼킴곤란의 정신사회적인 측면인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개

발된 도구이기 때문에 우울과 생활 스트레스와도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리라 생각된다. 이는 국내 연구에서 우울의 중증도는 

대상자의 삼킴곤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17], 삼킴곤란

은 우울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18]와 일

치한다. 생활 스트레스와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의 관계에 있

어서 치아상태의 변화, 식사습관의 변화와 같은 삼킴곤란 관

련 요인은 노인들이 인지하는 스트레스에 중요한 원인이며

[3], 치아상태의 악화나 그로 인한 식욕의 감퇴와 같은 건강 관

련 스트레스가 여성노인이 겪는 생활 스트레스 중 가장 큰 영

역으로 나타난 연구결과[15]등 삼킴곤란에 대한 건강 관련 생

활 스트레스와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과의 상관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선행연구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의 영향요인에 대한 단

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생활 스트레스와 사레경험

이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에 대한 설명력은 43.0%였다.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생활 스트레스가 가장 

중요한 예측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사레경험으로 확

인되었다. 각각의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의 영향요인 논의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삼킴곤란 관

련 삶의 질이란 삼킴곤란 문제로 인한 기능제한과 관련된 문항

으로 이러한 삼킴곤란 문제는 추후, 건강 및 사회적인 활동을 

감소하게 하여 최종적으로는 삶의 질이 감소할 수 있다는 의

미로 도구가 개발되었다. 도구 개발자는 현재까지 삼킴곤란과 

관련된 도구는 자가보고식이 아닌 의료진이 직접 보고 판단하

는 도구가 대부분으로 본 도구는 대상자가 스스로 삼킴곤란을 

평가하게 함으로써 추후, 이들의 삶의 질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고 하였다. 따라서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 도구는 삼킴곤란 문

제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본 논의에서는 삼킴곤

란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첫째, 생활 스트레스는 본 연구에서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

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삼킴곤란

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증가한다. 이는 Leder와 Suiter의 연

구[24]에서 연령별 노인을 대상으로 삼킴곤란을 조사한 결과 

80세 노인보다 90세 노인이 약 3배 정도 삼킴곤란이 높았던 것

에서도 알 수 있다. 재활의학에서는 삼킴 과정을 선행기(인지

기), 구강준비기, 구강운반기(구강기), 인두기, 식도기 5가지 

단계로 분류하고 있다[25]. 이중에서 선행기, 구강준비기, 구

강운반기는 개인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수의적 운동 시기

로 보며, 이는 개인의 기호 또는 그날의 기분 등 다양한 개인적 

요인에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논의에서는 노인

의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에 있어 삼킴 과정 중 수의적 운동시

기를 바탕으로 논의 하고자 한다[26].

노인에게 발생하는 만성질환, 주변인의 죽음에 대한 트라

우마, 낙상과 같은 사건들은 노인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27], 이와 같은 과다한 스트레스는 입안의 침 마름을 초래하

여 삼킴곤란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9]. 또한 노인들의 만

성적인 스트레스는 신체 근육을 수축시킬 수 있으며, 이는 노

인의 삼킴곤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삼킴 관련 수의적 운동

은 음식을 직접 씹고 삼킴으로써 삼킴에 관련된 근육들의 지

속적인 실질적 운동을 통해 기능이 향상될 수 있다[28]. 하지

만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들의 생활 스트레스 조사결과 건강

영역 중 ‘최근 식욕이 떨어진다’의 항목이 높은 점수를 차지한 

것으로 보아 대상자는 직접 씹고 삼키는 것에 대한 직접섭식

의 욕구가 감소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연

스럽게 삼킴에 관련된 근육들의 지속적인 실질적 운동기능 훈

련이 감소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

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의 생활 스트

레스 건강영역 중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난 항목은 ‘시력, 청

력, 구강상태가 나빠졌다’로 이는 Lee와 Kim [29]의 연구에서 

구강상태의 악화는 우울의 원인이 되며, 우울은 삼킴곤란 관

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같은 맥락으

로 볼 수 있다. Kim과 Park [30]의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쉽게 피로를 느끼고 이러한 피로는 근육 약화의 

원인이 되어 삼킴곤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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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생활 스트레스 중 가정영역의 문항 중 ‘손자녀를 돌보는 것

이 힘들다’가 가정영역에서 높은 점수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본 연구대상자는 가정 일을 돌보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

한 피로감이 상승되었을 수 있으며, 이는 삼킴곤란에 영향을 

주었고, 최종적으로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의 영향요인으로 생활 스트레스를 분석한 연구가 부재하여 

직접 비교할 수 없었다. 따라서 추후,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생활 스트레스와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에 대한 연

구 또한 의미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

를 바탕으로 더 나아가서 노인의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을 증

진시킬 수 있도록 노인의 생활 스트레스 중 건강, 가정영역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통한 노인

들의 생활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 노인의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식사 중 사레 경험으로 나타났다. 이는 Kim의 연구[7]에

서 정상노인을 대상으로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의 영향요인으

로 사레경험이 유의한 결과를 보였던 것과 일치한다. 사레경

험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과 감정들로 인해서 삼킴에 대한 거

부감 또는 두려움을 호소할 수 있다. 이러한 노인들의 식사 중 

사레경험은 자존감 저하 및 부담감 등으로 인해 사회적 활동 

감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사레경험이 증가함에 따

라 발생하는 이차적인 문제인 흡인성 폐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처도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까지 노인들은 사레경험에 

대해 노화의 과정으로만 생각할 뿐 이로 인한 삼킴곤란 문제

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추후, 노인들

을 대상으로 삼킴곤란을 예방하기 위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 

등의 개선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결과 분석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본 연구

의 예측변수인 인지기능, 우울, 생활 스트레스를 삼킴곤란 관

련 삶의 질 하부영역 별 영향요인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 하부영역 중 ‘먹는시간’, ‘의사소

통’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지기능으로 나타났으며, 

‘먹는시간’, ‘식욕’ 영역의 영향요인은 우울로 나타났고, ‘증상

빈도’, ‘두려움’, ‘정신건강’, ‘사회적 기능’, ‘피로’ 영역의 영향

요인은 생활 스트레스로 나타났다. 각각의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먹는시간의 영향요인으로 인지기능이 나타난 것은 

Chouinard의 연구[8]에서 초기치매에서 중증도가 높아질수

록 인두에서부터 구강까지 삼킴이 지연되면서 삼킴곤란 문제

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사레경험이 높아지면서 식사시간이 

증가하게 된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인지

기능이 감소할수록 인두기 문제로 인한 삼킴곤란 뿐 아니라 

언어적 기능에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영역에서

도 인지기능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노인 우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상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식

욕 감퇴로 인한 체중감소이다. 본 연구에서 식욕 관련 문항들

을 살펴보면 ‘음식을 먹든 안 먹든 상관없다.’, ‘더 이상 먹는 

것이 즐겁지 않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노인 우

울은 본 연구대상자들의 식욕을 저해하는 영향요인이었던 것

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식욕감퇴로 인한 문제는 직접섭식 감

소로 인해 삼킴에 관여하는 근육들의 지속적인 활동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자연스럽게 먹는 시간을 증가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우울은 전체적인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생활 스트레스는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의 하부영역 중 증상

빈도, 두려움, 정신건강, 사회적 기능, 피로의 많은 영역에 영

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최종 결과에서도 생활 

스트레스가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에 가장 설명력 높은 예측

변수로 나타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노인의 스트레스는 구강

건조증을 유발하며[10], 이는 노인의 삼킴노력 증가로 인해 삼

킴곤란 문제 발생을 증가시키고, 반복되는 증상으로 인해 음

식물 섭취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한 구강건조증은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것에 대한 기피로 인해 사회적 기능이 감소하게 되

며, 피로감이 증가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지기능, 우울, 생활 스트레스를 중

점적으로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의 

하위영역별로 분석한 결과 인지기능, 우울, 생활 스트레스는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의 

영향요인을 인지기능, 우울, 생활 스트레스 등 정신 ‧ 사회적인 

측면을 통해 조사한 연구의 진행이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현 시점에서 노인의 건강문제 중 중요

한 요인인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가 필요한 

시점으로 본 연구의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의 영향요인 규명

은 의미있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추후, 노인의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본 연구를 기반으로 한 반복적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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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 도시 복지관 이용 노인의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 

결 론

본 연구에서 노인의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생활 스트레스와 사레경험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

서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의 대부분은 신체적

인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반해 본 연구는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의 영향요인을 인지기능, 우울, 생활 스트레스로 

정신 ‧ 사회 ‧ 신체 등 통합적으로 조사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

가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임상에서 노인의 신체적 건강 

문제 중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삼킴곤란 문제의 

중요성이 강조 될 수 있으며, 노인의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생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기 위한 방

안이 마련될 수 있다. 노인의 생활 스트레스 중 가정 일로부터 

발생하는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서는 사회적 교류 프로그램 개

발이 필요하며, 만성질환 및 기억력 감퇴로 부터 발생하는 스

트레스 감소를 위해서는 만성질환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자가 관리 교육 프로그램과 기억력 감퇴예방을 위한 교육 프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삼킴곤란 관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레경험을 줄일 수 있는 식습관 및 생활습관

들과 관련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D시의 일개 노인복지관을 방문한 노인을 대상으

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추

후, 연구결과에 대한 일반화를 위해 대상자를 확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는 기존 연구에 비해 평균연

령이 높고, 교육정도의 편차가 있어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는 추후, 65세 이상 노인들의 삼킴곤란 삶의 질을 증

진시켜 실제 전체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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