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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risk for dysphagia in community-dwelling elders and to identify the 
level of risk and factors influencing nutritional status. Methods: During March and April, 2013, face-to-face inter-
views or self-reports were conducted with 292 elders. The research tools were the Dysphagia Risk Assessment 
Scale and Full MNA(Mini Nutritional Assessment). Results: The risk for dysphagia had a mean score of 9.23 points 
and 63.7% of the participants were in the risk group. The mean score for nutritional status was 22.28. Over half 
of the participants (56.2%) were regarded as being in the risk group for malnutrition, whereas 8.2% were regarded 
as being in the malnutrition group. In terms of the factors influencing nutritional statu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was risk for dysphagia, followed by educational level and calf circumference. Conclusion: The findings indicate that 
more than half of the community-dwelling elders were at risk for dysphagia or in a state of malnutrition risk. The 
risk for dysphagia was a major factor influencing nutritional status. Therefore, dysphagia should be considered as 
a major health problem in older adults and should be assessed and managed early enough to avoid malnutr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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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노인은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구강, 인두, 식도 등 삼킴에 

관계된 근육의 근력이 저하되어 삼킴조절 능력이 감소되고, 

치아의 소실은 음식을 부드럽게 하는 저작 기능을 감소시켜 삼

킴장애를 유발한다(Okamoto et al., 2012). 여기에 타액의 성

상 변화로 인한 구강건조, 점막의 감각 및 미각의 감소 등으로 

인해 삼킴장애 현상은 정상노화과정 노인들에게도 빈번히 발

생하게 된다(Logemann, Stewart, Hurd, Aschman, & Mat-

thews, 2008).

삼킴장애는 음식을 구강에서부터 위장으로 옮기는 과정에

서의 어려움으로, 식이 섭취 장애상태를 말한다(Rofes et al., 

2011). 이로 인해 음식물의 선택 범위가 좁아지고 식사의 질 

저하로 영양장애를 유발하게 된다(Miura, Kariyasu, Yama-

saki, & Arai, 2007). 또한 삼킴장애를 조기에 진단하여 적절

하게 치료하지 못하면 음식이나 액체의 흡인에 따른 폐렴이나 

만성 폐 질환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사

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Miura et al., 2007).

우리나라의 전국 65세 이상 노인 중 19.1%가 음식을 삼키

지 못하거나 삼키는 중 사레가 드는 삼킴장애 경험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9). 장

기요양시설 거주 노인의 삼킴장애 유병률은 43.5%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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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Park, 2011), 입원 노인의 40%에서 삼킴장애가 확인되었

다(Lee et al., 2006). 또한 최근 5년간 서울에서만 음식섭취 

중 기도폐쇄로 119구급대에 이송된 환자는 366명이며, 사망

한 사람은 76명으로 그중 93.4%가 60대 이상이었다(Seoul 

Metropolitan Fire and Disaster Headquarters, 2012). 미

국에서도 60세 이상 노인의 15~40%가 삼킴장애를 경험하였

고, 노인시설과 요양원에서의 삼킴장애는 66%까지 보고되었

으며, 입원 노인의 39%에서 삼킴장애가 확인되었다(Loge-

mann et al., 2008). 

무엇보다 삼킴장애 노인의 중요 합병증은 영양상태가 불량

해지는 것으로, 이는 삼킴장애 환자의 50~90%에서 영양불량 

또는 영양불량 위험이 나타났고(Lee, 2011), 삼킴장애 환자

의 25~75%가 삼킴장애로 인한 영양불량 위험이 있다는 보고

도 있다(Rofes et al., 2011). 또한 노인의 영양상태에 식습관

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Won, 2003), 삼킴장애가 있는 노

인의 90% 이상에서 식습관의 변화로 인해 영양불량 또는 영

양불량 위험이 있다(Lee et al., 2006).

지금까지 국내외 삼킴장애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뇌신

경 및 뇌졸중환자의 삼킴장애 관련 연구 등 노인요양시설이나 

입원 환자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Foley, Martin, 

Salter, & Teasell, 2009; Lee et al., 2006; Rofes et al., 2011; 

Son & Chai, 2007), 지역사회 노인의 삼킴장애 위험성에 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삼킴장

애 위험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여성노인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Whang, 2014; Yun & Lee, 2012), 신체질환이나 우

울과 삼킴장애 위험성의 관련성을 살펴보거나(Whang, 2014), 

노래 중재의 적용효과를 확인하는 연구(Yun & Lee, 2012)가 

소수 있었다. 삼킴과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음식 섭

취의 부족과 식습관 변화로 영양불량 상태는 물론 노인의 건강

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Lim & Kim, 2007)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노인의 삼킴장애와 영양상태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

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남녀 구성비에 기초하

여 지역사회 남녀 노인을 대상으로 삼킴장애 위험성과 영양상

태를 파악하고, 영양상태 관련요인을 분석하여 지역사회 노

인의 건강관리 중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노인의 삼킴장애 위험성 정도

와 영양상태를 파악하고, 영양상태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

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삼킴장애 위험성과 영양상태를 파악한다.

일반적 특성 및 식습관 특성에 따른 영양상태를 파악한다.

삼킴장애 위험성과 영양상태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영양상태 관련 예측요인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지역사회 노인의 삼킴장애 위험성 정도와 영양

상태를 파악하고, 영양상태 관련 예측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B광역시 16개 구, 군 소재 노인복지관 2

개소, 경로당 20개소의 65세 이상 노인 248명과 경상남도 Y

시 노인대학 2개소와 경로당 6개소의 65세 이상 노인 44명으

로 총 292명이다.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인지기능 장애가 없

어 질문에 응할 수 있으며,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수락

한 노인으로 혼자서도 거동이 가능하며, 일상생활 및 독립적 

생활이 가능한 노인이다. 

표본크기 산정은 G*Power 3.1.9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양

측검정에서 유의수준(⍺) .05, 중간 효과크기(w) .30, 검정력

(1-β) 80%일 때 카이검정의 경우 필요한 표본수는 143명으

로(Faul, Erdfelder, Lang, & Buchner, 2007), 탈락률을 고

려하여 19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수거된 설

문지의 170명이 여성노인으로, 연구대상의 남녀 구성에 대한 

비율 차이가 심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성

비가 1대 1.4임을 고려하여(Statistics Korea, 2012), 본 연구

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남성노인의 대상자 수를 

추가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 연구대상자 수 변경에 대한 사

유서를 IRB에 제출하여 추가 승인을 득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총 292명으로 선정되었다. 

3.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동

거형태, 교육정도, 한 달 용돈, 흡연유무, 음주유무, 질환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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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중인 약, 건강보조 식품 또는 영양제 복용 여부를 묻는 총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식습관

노인의 식습관에 관한 선행연구(Chung & Sohn, 2005; 

Ha & Park, 2002; Han & Kim, 2007; Won, 2003)를 기초로 

식습관에 관한 질문내용은 총 7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식사시

간, 밥 형태, 국 필요, 반찬크기, 삼키는 형태, 음식의 질감, 식

사 후 행동을 조사하였다. 문항의 내용 타당도 검증은 간호학

과 교수 2인, 노인전문간호사 자격을 소지한 간호학 박사 1인, 

간호학 박사 2인이 모여 3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내용 타당도

를 검토하였다. 

3) 삼킴장애 위험성 

삼킴장애 위험성은 구강 내 음식물이 위장까지 전달되는 삼

킴작용 경로 중 어느 부위에 이상이 생겨 식이섭취 장애가 발

생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Fukada, Kamakura, 

Manzai와 Kitaike (2006)가 개발하고 Whang (2014)이 번

역한 연하장애 위험성 척도를 원저자와 번역자에게 모두 도구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구강기, 인두기, 식도기 

장애와 흡인 위험에 대한 질문 문항 2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에서 ‘항상 그렇다’의 3점 척도로 측정

하였다. 총 점수는 69점으로 6점 미만이면 정상, 6점 이상이

면 삼킴장애 위험이 있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는 .92였으며, Whang (2014)의 연구에서 신

뢰도 Cronbach's ⍺는 .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는 .85였다.

4) 영양상태

네슬레 영양연구소에서 개발한 Mini Nutritional Assess-

ment (MNA)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Guigoz, Vellas, 

& Garry, 1994). MNA® website에는 18개 문항의 MNA와 7

개 문항의 MNA-Short Form이 20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무

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어 번

역본은 MNA-SF만 제시되어있고, MNA는 번역본 없이 원문

만 공개되어있어 본 도구의 사용 허락을 위해 네슬레 연구소

에 문의하였다. 연구소로부터 MNA-SF를 국문 번역한 저자에

게 의뢰할 것을 제안 받아 연락한 결과, 한국정맥경장영양학

회를 통해 구성된 번역 팀에서 MNA에 대한 국문 번역을 시행

하였고, 이를 네슬레 연구소에 제출하여 역번역 및 승인과정

을 거쳐 네슬레 연구소의 승인으로 국문 MNA 도구가 홈페이

지에 탑재되었으며, 이를 최종 네슬러 연구소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였다. MNA는 임상적인 영양상태 평가와 비교하여 민

감도(96%), 특이성(98%), 양성 예측값(97%)을 높게 평가받

아 사용되고 있는 도구이다(Guigoz et al., 1994). 

MNA는 신장과 체중을 통한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상박둘레, 종아리 둘레 등 신체계측 사정 4개 항목(8점 

만점), 전반적인 신체 ‧ 정신적인 평가 6개 항목(9점 만점), 식

이사정 6개 항목(9점 만점), 건강과 영양에 대한 주관적 평가 

2개 항목(4점 만점)의 1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0

점 만점으로, 17점 미만은 영양 불량상태, 17~23.5점은 영양

불량 위험상태, 24점 이상은 영양상태 정상으로 판정한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P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PNU IRB/2013_01), 2013년 3월 12일부터 4월 23일까지 

이루어졌다. 자료수집을 위해 B광역시 16개 군, 구와 경상남

도 Y시의 노인복지관, 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회장에게 전화

로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참여를 희망한 단체에 직접 방문하

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

에 참여하기를 서면 동의한 대상자들에게 자가보고 방식의 설

문지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질문에 응할 수 있으나 자

신이 설문지 기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설문 내용을 읽어주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아 적는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

료는 익명으로 처리되고 연구목적 외에는 결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언제든지 연구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연구참여자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한 연구보조원으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며 이전 연구보조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 1인과 간호학

과를 졸업하고 5년 이상 임상 경험이 있는 간호사 4명이 참여

하였다. 연구보조원의 훈련은 자료수집 전 사전 모임을 가지

고 설문조사와 신체계측에 대한 방법을 교육하였으며, 의문 

사항에 대해 토의하였고, 설문지 기입에 누락이 발생하지 않

도록 재확인을 부탁하였다. 신장, 체중, 상완위와 종아리둘레 

측정을 위해 먼저 시범을 보인 후 연구 보조원 1명씩 돌아가

면서 시행하여 정확도를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연구자와 나

머지 연구 보조원 3명의 의견이 일치하는지 각각 확인하였으

며, 1명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틀린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

하여 모두의 의견이 일치할 때 합격점을 주었다. 신장(cm)은 

허리를 똑바로 펴게 한 후 선 자세에서 발뒤꿈치에서 정수리

부분 끝까지를 줄자로 0.1 cm까지 측정하였고, 체중(kg)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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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isk for Dysphagia and Nutritional Status of the Elders in the Community (N=292)

Variables Categories  n (%) M±SD  Min Max

Dysphagia risk
 

Non-risk group 
Risk group 

106 (36.3)
186 (63.7)

 9.23±7.70 0 42

Nutritional status
 

Well nourished group
Risk group for malnutrition 
Malnourished group

104 (35.6)
164 (56.2)
24 (8.2)

22.28±3.79 11.50 29.50

BMI (kg/m2) Underweight 
Normal 
Overweight 
Obesity 

13 (4.5)
121 (41.4)
 89 (30.5)
 69 (23.6)

23.37±3.01 13.79 39.64

Mid-arm circumference (cm) ＜21
21≤~＜22
≥22

17 (5.8)
 2 (0.7)

273 (93.5)

22.35±1.16 19 28

Calf circumference (cm) ＜31
≥31

 91 (31.2)
201 (68.8)

31.26±1.54 26 35

BMI=Body mass index.

ISO 9001:2000 인증서를 획득한 LUARAN 오리지널 체중계

로 동일한 것을 사용하여 0.1 kg까지 측정하도록 하였다. 상

완위 둘레는 어깨의 끝에서 팔꿈치까지 거리의 중간지점에

서, 종아리 둘레는 종아리의 가장 두꺼운 부위를 줄자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삼킴장애 위험성, 영양상태는 빈도, 백분

율, 평균, 표준편차로 파악하였다.

일반적 특성 및 식습관에 따른 영양상태는 x2-test로 분

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삼킴장애 위험성과 영양상태의 상관관계

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영양상태 관련 예측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multiple logi-

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삼킴장애 위험성과 영양상태

대상자의 삼킴장애 위험성은 평균 9.23점으로 위험군은 

63.7%, 비위험군은 36.3%로 나타났으며, 삼킴장애 위험군이 

전체 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점수 범위는 0점에

서 69점으로, 대상자의 삼킴장애 위험성 정도는 최소값 0점, 

최대값 42점으로 나타났다. 

영양상태는 영양불량 위험군이 56.2%로 가장 많았고, 영

양 정상군은 35.6%, 영양불량군은 8.2%로 나타났다. 영양상

태 정도의 평균은 22.28점으로 영양불량 위험군에 해당하였

다. 점수 범위는 0점에서 30점으로, 대상자의 영양상태 정도

는 최소값 11.5점, 최대값 29.5점이었다. 

BMI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부에서 제시한 아시아인 

비만기준에 따라 저체중은 BMI<18.5, 정상체중은 BMI 18.5 

~22.9, 과체중은 BMI 23.0~24.9, 비만은 BMI≥25.0로 분류

하였다(World Health Organization West Pacific Region,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Obesity, and 

International Obesity Task Force, 2000). BMI의 평균은 

23.37점으로 정상체중이 41.4%로 가장 많았고, 과체중 30.5 

%, 비만 23.6%, 저체중 4.5% 순이었다. 상완위 둘레는 도구

평가기준인 22 이상이 93.5%, 21 미만이 5.8%였으며, 종아

리 둘레는 도구평가기준인 31 이상이 68.8%, 31 미만은 31.2%

였다(Table 1).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양상태

 영양상태는 성별(x2=7.44, p=.024), 연령(x2=38.26, p< 

.001), 배우자 유무(x2=21.45, p<.001), 동거형태(x2=21.53, 

p=.001), 교육정도(x2=55.43, p<.001), 한 달 용돈(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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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utritional Statu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9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utritional status

x2 (p)
Well 

nourished
Risk of 

malnutrition
Mal

nourished

 n (%)  n (%)  n (%)

Gender Male
Female

49 (47.1)
55 (52.9)

 69 (42.1)
 95 (57.9)

 4 (16.7)
20 (83.3)

7.44
(.024)

Age (year) 65~69
70~74
75~79
≥80

36 (34.7)
33 (31.7)
17 (16.3)
18 (17.3)

 23 (14.0)
 46 (28.0)
 36 (22.0)
 59 (36.0)

0 (0.0)
 4 (16.7)
 4 (16.7)
16 (66.6)

38.26
(＜.001)

Marital status 
(spouse)

Yes
No

73 (70.2)
31 (29.8)

 72 (43.9)
 92 (56.1)

 8 (33.3)
16 (66.7)

21.45
(＜.001)

Living Alone
With spouse 
With child but no spouse 
With spouse and child

16 (15.4)
59 (56.7)
13 (12.5)
16 (15.4)

 56 (34.1)
 56 (34.1)
 31 (18.9)
 21 (12.9)

 9 (37.5)
 8 (33.3)
 6 (25.0)
1 (4.2)

21.53
(.001)

Education No formal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8 (7.7)
45 (43.3)
11 (10.6)
40 (38.4)

 59 (36.0)
 56 (34.1)
 28 (17.1)
 21 (12.8)

11 (45.9)
 8 (33.3)
 3 (12.5)
2 (8.3)

55.43
(＜.001)

Monthly pocket 
money (10,000 won)

 

≤10
11~30
31~50
≥51 

27 (26.0)
27 (26.0)
30 (28.8)
20 (19.2)

 71 (43.3)
 58 (35.4)
 23 (14.0)
12 (7.3)

11 (45.8)
 5 (20.8)
 7 (29.2)
1 (4.2)

25.22
(＜.001)

Disease Yes
No

77 (74.0)
27 (26.0)

137 (83.5)
 27 (16.5)

23 (95.8)
1 (4.2)

7.44
(.024)

Health supplement 
intake

Yes
No

50 (48.1)
54 (51.9)

 67 (40.9)
 97 (59.1)

10 (41.7)
14 (58.3)

1.39
(.500)

25.22, p<.001), 질환유무(x2=7.44, p=.024)에 따라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에서 영양불량위험

(57.9%)과 영양불량(83.3%)이 많았고, 연령에 대해서는 80

세 이상에서 영양불량위험(36%)과 영양불량(66.6%)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각각 56.1%와 66.7%

로 영양불량위험과 영양불량이 높았고, 동거형태에서는 자식 

없이 혼자 살거나 배우자와 같이 사는 경우가 영양불량위험이 

34.1%로 같았고, 영양불량이 37.5%와 33.3%로 다른 대상자

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육정도는 무학인 경우가 영양불량위

험 또는 영양불량에서 각각 36%, 45.9%로 가장 높았으며, 한 

달 용돈은 10만원 이하인 경우가 영양불량위험 또는 영양불

량이 각각 43.3%, 45.8%로 가장 높았고, 질환유무에서는 현

재 유병질환이 있는 경우가 각각 83.5%, 95.8%로 가장 높았

다(Table 2). 

3. 식습관에 따른 영양상태

영양상태는 식사시간(x2=15.85, p=.003), 좋아하는 밥의 

형태(x2=27.79, p<.001), 국 필요정도(x2=13.19, p=.010), 

반찬크기(x2=35.96, p<.001), 좋아하는 음식의 질감(x2= 

17.92, p=.001), 식사 후 행동(x2=10.97, p=.027)에 따라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식사시간은 20분 이상이 걸리는 대상자가 영양불량군에 

속하는 경우가 50%로 가장 높았고, 영양불량위험군은 식사

시간이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대상자가 67.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영양불량 위험군 또는 영양불량 두 군에

서 각각 53%, 79.1%로 모두 진밥을 선호하는 대상자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국이 항상 필요하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영양

불량위험과 영양불량이 각각 47.6%, 75%로 가장 많았으며, 

반찬의 크기는 잘게 잘라 먹는다는 대상자가 각각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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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Nutritional Status according to Eating Habits (N=292)

Variables Categories

 Nutritional status

x2 (p)
Well 

nourished
Risk of 

malnutrition
Mal

nourished

 n (%)  n (%)  n (%)

Meal time
(minutes)

＜10 
≥10~＜20
≥20 

20 (19.2)
66 (63.5)
18 (17.3)

 23 (14.0)
111 (67.7)
 30 (18.3)

 1 (4.2)
 11 (45.8)
 12 (50.0)

15.85
(.003)

Preferred type 
of boiled rice

Soft-boiled rice
Regular-boiled rice
Hard-boiled rice

29 (27.8)
53 (51.0)
22 (21.2)

 87 (53.0)
 56 (34.2)
 21 (12.8)

 19 (79.1)
  4 (16.7)
 1 (4.2)

27.79
(＜.001)

Need for soup Always
Sometimes
Not necessary

39 (37.5)
39 (37.5)
26 (25.0)

 78 (47.6)
 53 (32.3)
 33 (20.1)

 18 (75.0)
  6 (25.0)
 0 (0.0)

13.19
(.010)

Size of
side dish

Eat whole
Cut food into small pieces
Eat minced food

0 (0.0)
19 (79.2)
 5 (20.8)

 38 (36.5)
 64 (61.6)
 2 (1.9)

 26 (15.9)
131 (79.8)
 7 (4.3)

35.96
(＜.001)

Preferred 
food texture

Hard 
Chewy
Soft 

15 (14.4)
16 (15.4)
73 (70.2)

11 (6.7)
 7 (4.3)

146 (89.0)

 1 (4.2)
 1 (4.2)

 22 (31.6)

17.92
(.001)

Habit 
after eating

Lie down right away
Do not lie down for 30 min
Do not lie down for 2 hrs

8 (7.7)
46 (44.2)
50 (48.1)

 18 (11.0)
 92 (56.1)
 54 (32.9)

  3 (12.5)
 17 (70.8)
  4 (16.7)

10.97
(.027)

Table 4. Relationship between Risk for Dysphagia and Nutritional status (N=292)

Variables
 Dysphagia 

risk
Nutritional 

status
BMI

Mid-arm 
circumference

Calf circumference

Dysphagia risk 1

Nutritional status -.47 (＜.001) 1

BMI -.18 (.003) .39 (＜.001) 1

Mid-arm circumference .01 (.947) .28 (＜.001) .25 (＜.001) 1

Calf circumference -.18 (.002) .54 (＜.001) .39 (＜.001) .36 (＜.001) 1

BMI=Body mass index.

79.8%로 영양불량위험과 영양불량이 높게 나타났다. 좋아하

는 질감은 말랑하고 부드러운 것을 선호한다가 각각 89%, 

31.6%로 영양불량위험과 영양불량이 가장 높았다. 식사 후 

행동으로는 30분 이내에는 눕지 않는다가 각각 56.1%, 70.8 

%로 영양불량위험과 영양불량이 가장 높았다(Table 3). 

4. 삼킴장애 위험성과 영양상태와의 상관관계

삼킴장애 위험성은 영양상태(r=-.47, p<.001), BMI(r= 

-.18, p=.003), 종아리둘레(r=-.18, p=.002)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보였다. 영양상태는 신체계측 지표인 

BMI(r=.39, p<.001), 상완둘레(r=.28, p<.001), 종아리둘

레(r=.54,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4). 

5. 영양상태 관련 예측요인

대상자의 영양상태 관련 예측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영양상

태 불량여부를 종속변인으로, 카이제곱 검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변수들(성별, 연령, 배우자유무, 동거형태, 교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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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actors Predicting Nutritional Status (N=292)

Variables Categories B SE   p  OR
95% CI

Lower Upper

Gender
(Female=1)

Male 0.28 0.37 .444 0.80 0.37 1.74

Age (year)
(65~69=1)

70~74
75~79
≥80

-0.38
0.42
0.43

0.51
0.57
0.61

.450

.466

.477

1.00
1.04
1.06

0.38
0.34
0.36

2.63
3.20
2.86

Marital status (spouse)
(Yes=1)

No -0.30 0.47 .521 1.11 0.41 2.98

Living 
(Alone=1)

Not alone 0.27 0.46 .563 0.47 0.17 1.29

School education
(Yes=1)

No 1.04 0.46 .021 2.84 1.16 6.97

Monthly pocket money
(10,000 won)
(≥51=1) 

≤10
11~30
31~50

-1.06
-0.61
-0.95

0.58
0.58
0.60

.069

.291

.113

1.76
2.04
1.23

0.57
0.68
0.39

5.44
6.12
3.85

Disease
(Yes=1)

No 0.33 0.39 .409 1.39 0.65 2.97

Meal time (minutes)
(＜10=1)

≥10~＜20
≥20 

-0.29
-0.57

0.47
0.57

.536

.312
0.99
0.93

0.41
0.29

2.44
2.94

Preferred type of boiled rice
(Hard-boiled=1)

Soft-boiled 
Regular-boiled 

-0.50
-0.46

0.51
0.50

.327

.359
3.10
1.52

0.12
0.58

8.61
4.00

Need of soup
(Not necessary=1)

Always
Sometimes

-0.33
-0.01

0.46
0.47

.476

.991
0.51
0.55

0.21
0.22

1.28
1.37

Size of side dish
(Eat whole=1)

Cut food into
 small pieces
Eat minced food

-0.73
-1.05

0.44
0.89

.102

.242
1.74
1.33

0.75
0.15

4.04
12.14

Preferred food texture
(Hard=1)

Chewy
Soft 

-0.47
-0.23

0.60
0.80

.436

.775
1.34
0.90

0.39
0.18

4.58
4.54

Habit after eating
(Do not lie down for 2 hrs=1)

Lie down right away
Do not lie down for 30 min

-1.02
-0.47

0.58
0.36

.081

.187
2.80
1.68

0.88
0.81

8.87
3.48

Dysphagia risk 0.13 0.03 ＜.001 1.13 1.07 1.20

BMI -0.09 0.06 .062 0.91 0.81 1.03

Mid-arm circumference 
(＜22=1)

≥22 1.39 0.70 .083 0.23 0.03 2.78

Calf circumference
(＜31=1) 

≥31 -2.86 0.49 ＜.001 0.06 0.02 0.15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도, 한 달 용돈, 질환유무, 식사시간, 좋아하는 밥 형태, 국 필

요정도, 반찬크기, 좋아하는 음식질감, 식사 후 행동)과 상관

관계 분석에서 유의했던 변수들(삼킴장애 위험성, BMI, 상박

둘레, 종아리둘레)을 독립변인으로 선정해 다중 로지스틱 회

귀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삼킴장애 위험성’, ‘학교교육 유무’, ‘종아리둘

레’가 영양상태 관련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삼킴장애 위험성이 

1단위 증가할수록 영양상태 위험은 1.13배(CI=1.07~1.20)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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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였다. 학교교육을 받은 경우보다 받지 않은 무학의 경우 

영양상태 위험은 2.84배(CI=1.16~6.97) 증가하였으며, 종아

리 둘레가 31 미만일 때 보다 31 이상일 때 영양상태 위험은 

0.06배(CI=0.02~0.1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삼킴장애 위험성 정도

와 영양상태를 파악하고 영양상태 관련 예측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주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

다. 본 연구에서 65세 이상 지역사회 노인의 63.7%가 삼킴장

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삼킴장애 위험성 평균 

점수는 9.23±7.70으로 삼킴장애 위험성의 판단기준인 6점보

다 높았다.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한 Whang (2014)의 연

구에서는 삼킴장애 위험군이 56.3%였으며, Yun과 Lee (2012)

의 연구에서는 48.4%로 본 연구에서 삼킴장애 위험군의 비율

이 더 높게 나타났다. 삼킴장애 위험성의 평균점수는 Whang 

(2014)의 연구에서 7.53±6.47이었고, Yun과 Lee (2012)의 

연구에서는 평균 10.48±5.15로 나타나 다소 차이를 보이나 

모두 삼킴장애 위험성 판단기준인 6점보다 높아 지역사회 노

인의 삼킴장애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상자의 영양상태를 조사한 결과, 영양상태 평균 점수는 

22.28±3.79이었으며, 영양불량군과 위험군에 속하는 비율

이 64.4%로 지역사회 노인의 전반적인 영양상태가 불량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MNA 도구를 사용하여 입원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Kim과 Choi-Kwon (2012)의 연구결과인 83%

보다 낮으나 국외에서 지역사회 노인의 영양상태를 살펴본 선

행연구(Vedantam, Subramanian, Rao, & John, 2010)의 

결과와는 비슷한 수준으로 지역사회 노인의 영양관리가 필요

함을 시사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양상태는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동거형태, 교육정도, 한 달 용돈, 질환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 있었는데, 성별로는 여성에서, 연령대가 높을수록, 배우

자 없는 경우, 독거 상태, 무학인 경우, 한 달 용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서 영양불량 또는 영양불량 위험군이 높게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실태조사(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에서 노인의 영양문제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무배우자, 독거노인, 저학력, 저소득층일수

록 영양상의 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한 결과와도 일치한

다. 이는 다른 선행연구들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이는데, 연령

이 높아질수록 식욕감소, 미각변화 등의 노화현상으로 음식

섭취에 영향을 미쳐 식사량이 줄어들고, 교육수준이 낮을수

록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데 대한 관심과 지식이 부족하

며,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양질의 식품을 구매하는데 제한

이 있기 때문이다(Han, Choi, & Park, 2004; Han & Kim, 

2007; Kim & Choi-Kwon, 2012). 또한 혼자서 식사를 많이 

하게 되는 독거노인의 경우 영양적으로 충분한 식사를 마련할 

동기가 부족하고,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많아 균형 잡힌 규칙

적 식사가 어렵기 때문(Ha & Park, 2002)에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노인의 영양관리를 위한 간

호를 제공할 경우 이러한 특성들이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식습관에 따른 영양상태는 식사시간, 좋아하는 밥의 형태, 

국, 반찬크기, 좋아하는 음식질감, 식사 후 행동에 따라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치아상실과 삼킴장애로 음식물을 씹

고 삼키기 어려운 노인의 경우 야채와 육류 섭취가 감소하

고, 씹기 쉽고 삼키기 쉬운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으로 변하여

(Won, 2003), 이러한 식습관 변화가 영양불균형을 초래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노인의 영양불균형에 대한 예방 및 관

리를 위해서는 구강상태나 삼킴장애와 함께 노인의 식습관 변

화로 인한 식단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상자의 삼킴장애 위험성과 영양상태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면, 삼킴장애 위험성은 영양상태, BMI, 종아리둘레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보여 다른 선행연구들(Foley et 

al., 2009; Lee, 2011)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노인의 생리

적, 사회경제적인 변화로 영양섭취가 불균형해질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삼킴장애 위험성 발병 이전에 영양불량 또는 영양

불량 위험 상태로 인해 삼킴장애 위험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고, 또한 유병질환으로 영양요구량이 증가된 상태에서 삼

킴장애로 인한 식이 섭취의 부족은 영양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영양관리를 위해서는 삼킴장애를 조기

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사정도구의 개발이 필

요하다. 

영양상태는 하부요인인 BMI, 상완둘레, 종아리둘레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종아리 둘레가 가장 

큰 상관을 보였다. Chung과 Sohn (2005)의 연구에서도 영

양상태가 양호한 그룹에 비해 영양불량군에서 BMI와 상완둘

레, 종아리 둘레 수치는 작았으나 두 그룹 간에는 종아리 둘레 

외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였

다. 영양상태와 종아리 둘레의 높은 상관관계는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일수록 활동량이 적고 많이 걷지 않아 종아리 

근육이 감소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

구들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Saletti, Lindgren, Johansso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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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erholm (2000)의 연구에서는 상완위둘레와 종아리둘레, 

BMI가 서로 간에 상관성을 보이나 MNA와의 상관관계에서

는 상완위둘레에는 상관성이 있으나 종아리둘레와는 상관성

이 없었다. 이는 연구대상자가 다리 부종 증상이 있는 심장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로 이렇듯 신체적 질환이 있는 노인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영양상태 MNA의 신체계측 하부지표

들 간의 상관관계가 차이를 보인다. MNA 신체 계측지표

(BMI, 상완위둘레, 종아리둘레)는 영양상태를 판정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나 노인의 경우 골

다공증 등 뼈 무게 감소와 노화에 따른 수분조성의 변화로 

BMI가 과다 측정될 우려가 있고, 상완위둘레, 종아리둘레는 

체내의 단백질량을 측정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한국

인을 대상으로 측정하여 영양상태불량을 판정할 기준이 마련

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Chung & 

Sohn, 2005). 본 연구에서도 조사대상 노인의 연령, 부동, 질

환, 식욕 등과 같은 특성에 따라 MNA의 하부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들의 상관관계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들이 일

치하지 않아(Chung & Sohn, 2005; Saletti et al., 2000) 

MNA의 하부지표인 BMI, 상완위둘레, 종아리둘레와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아 이러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영양상태 관련 예측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삼킴장애 위험성과 학교교육경험 

유무 그리고 종아리 둘레가 노인의 영양상태 관련요인으로 확

인되었다. 삼킴장애 위험성이 높을수록 영양상태 위험은 

1.13배 높았는데, 이는 삼킴장애가 영양불량에 영향을 미친

다는 다른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Foley et al., 

2009; Yun, Lim, Woo, Ahn, & Choue, 2012). 삼킴장애가 

있는 노인은 식습관 변화와 음식 섭취의 곤란으로 영양불량상

태를 초래하게 되어 노인의 건강을 악화시키게 된다. 노인의 

영양상태는 병리적 상태 이상으로 건강에 큰 의미를 가지는

데, 노인의 적절한 영양상태는 건강의료 비용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Chen, Bai, Huang, & Tang, 2007). 

그러므로 지역사회 노인의 영양관리를 위해서는 삼킴장애 위

험성을 조기에 진단하여 적절한 관리와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

다. 또한 학교교육경험 유무가 영양상태 영향요인으로 확인

되었는데, 다른 선행연구들(Han et al., 200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에서도 교육수준이 노인의 영양

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되어 일치된 결과를 보였

다. 그러므로 노인의 영양관리 및 영양교육에 교육정도에 따

른 특성이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종아리 둘레가 31 

미만에 비해 31 이상일 때 영양상태 위험이 0.06배 낮은 결과

를 보여 선행연구들(Chung & Sohn, 2005; Han & Kim, 

2007)에서처럼 MNA 하부지표 중 종아리 둘레가 영양상태를 

반영하는 중요 지표임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함께 지역사회 노인들의 삼킴

장애 위험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삼킴장애를 

자연적인 노화 현상으로만 생각하여 조기에 치료와 관리를 하

지 않는다면 이는 노년기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져 여러 건강문

제를 야기 시키고, 건강악화 및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따

라서 각종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는 노년기 삶의 질 향

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지역사회 노인의 삼킴장애에 대해 관심

을 기울여 적절한 영양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역사회 노인의 삼킴장애 위험성 정도와 영양

상태를 조사하고, 영양상태 관련 예측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65세 이상 지역사회 노인의 삼킴장

애 위험군은 63.7%로 절반 이상이었고, 삼킴장애 위험성 평

균 점수도 판별기준보다 높아 지역사회 노인의 삼킴장애 위험

성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양상태 또한 

영양불량군과 위험군에 속하는 비율이 64.4%로 나타나 지역

사회 노인의 영양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지

역사회 노인의 영양상태에 성별, 연령, 동거형태, 교육정도, 

한 달 용돈, 질환유무와 같은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으

므로 노인의 효과적인 영양관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특성이 고

려되어져야 한다. 삼킴장애 위험성과 영양상태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노인의 영양상태 관련 예측

요인으로 삼킴장애 위험성이 나타나 삼킴장애가 노인의 영양

관리에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지역사회 노인의 과반수 이상이 

삼킴장애 위험성과 영양불균형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삼킴장애 위험성이 노인 영양상태의 주요 예측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B광역시와 Y시의 지역사회 노인을 편의추

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요구되므로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삼킴장애 위험

성과 이와 관련된 영양상태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무엇보다 삼킴장애 위험성이 노인의 영양불균형의 

예측요인으로 확인된 바, 선별도구의 개발 등 삼킴장애 위험

성을 조기에 발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의 영양

관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의 삼킴장애에 대한 간호중

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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