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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노인의 삼킴장애와 우울 그리고 자기방임 간의 경로에서 삶의 의미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자기방임의,

효과적 예방 방안 및 노년기 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삶의 의미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의 노인종합복지관.

및주간보호시설을이용하는만 세이상노인 명을대상으로분석하였다 독립변수인삼킴장애와매개변수인우울 그리고종속변수65 787 . ,

인 자기방임 간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부트스트랩 방식으로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 ,

삼킴장애 정도는 우울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우울은 자기방임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셋째 노인의 삼킴장애가 우울을 통해 자기방임에 미치는 영향은 삶의 의미의 인식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

바탕으로 노인의 삼킴장애에 대한 조기발견 및 적극적인 치료 방안 마련과 함께 삶의 의미 증진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또한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융합과 더불어 과학기술 적용을 통한 다학제적 접근으로 노인을 위한 헬스케어와 사회복지의.

융합적 실천 방향을 제시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제어 노인 삼킴장애 자기방임 우울 삶의 의미, ,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verify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the meaning in life in the path between presbyphagia,

depression, and self-neglect in older adults, in order to identify the effective prevention plan of self-neglect and the role of the meaning

in life in affecting the health level of old age. For this purpose, 787 older adults aged 65 years or older who use Multipurpose Senior

Centers and daycare facilities nationwide were analyz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byphagia as an independent variable, depression

as a mediator variable, and self-neglect as a dependent variable,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the meaning in life was verified by bootstrap

metho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degree of presbyphagia in the older adults significantly predicted depression. Second,

the depression in older adults significantly predicted self-neglect. Third, the effect of presbyphagia on self-neglect through depression depends

on the level of the meaning in lif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necessity of an intervention program to improve the meaning in

life along with early detection of presbyphagia in older adults and preparation of active treatment plans was suggested. In addition,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the convergence of health care and social welfare of the older adults was proposed through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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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Ⅰ

매년 월 일은 이 지정한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 이자 우리나라에서는6 15 UN (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

노인복지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다 매년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직전6 4 .

해의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날을 전후로 수많은 매체들은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보도하고 있다, .

빠른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의 인권 및 학대 문제에 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이러한 관심이 무색할,

만큼 노인학대 사례와 신고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년 한 해 노인학대 전체 사례 건수는. 2019

총 건으로 년 대비 약 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이16,071 2015 35% ( , , 2020).

중에는 잘 알려진 신체적 정서적 학대도 있지만 유기 자기방임과 같은 학대도 포함되어 있다 노인의 자기방임은, , ,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를 제공하거나 의료 처치를 받는 등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위한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거

나 비의도적으로 하지 않아 위험한 상황 혹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 ,

기관 노인학대 사례는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조사에서 사실관계 혹은 학대위험요인 확인을 통하여 판정하는, 2020).

데 자기방임의 경우 신고나 학대 요인 등이 판정되기 어려워 통계상 수치는 실제 사례 수에 비하여 극히 적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노인의 자기방임은 다른 학대 유형에 비하여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Dong et al., 2009).

높은 데다 자기방임으로 판정된 경우는 이미 심각한 상태에 이른 경우가 많아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사회 문제이다김말영 이재정( , , 2016).

노인의 자기방임은 일반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문제로부터 시작된다, , (Dyer,

특히 신체적 어려움에서 비롯되어 우울 치매 등 정신적 어려움을Goodwin, Pickens-Pace, Burnett, & Kelly, 2007). ,

호소하며 자기방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자기방임의 경우 가해자 관련(Botek, 2019; Burnett et al., 2014). ,

개입이 이뤄지는 다른 노인학대 문제와 달리 노인 자신이 개입을 거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각한 상황이더라도

문제가 가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적극적인 개입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우국희 이에 신체적 혹은( , 2014).

정신적 어려움의 문제가 나타났을 때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자기방임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개입방

안이자 해결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손영은 이종화 남석인( , , , 2016).

의 자가간호이론에 따르면 신체적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가간호요구가 높아지게 되면 이와Orem(1980)

함께 자가간호역량이 높아져야 스스로 건강 및 생활의 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신체적 건강의 어려움이 정신적.

어려움으로 이어지게 되면 자가간호결핍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기방임도 자가간호결핍의 증상 중 하나이다 대다, .

수 노인들의 자기방임은 이와 같이 신체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우울증으로 인하여 질병 치료를 하지 않거나 영양

상태 불량으로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는 형태로 나타난다김양중 노년기에 겪는 신체적 건강의 어려움은( , 2013).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질환뿐만 아니라 노화로 인하여 대다수의 노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삼킴장애는 주목,

해야 할 노년기의 대표적인 건강 문제 중 하나이다 삼킴장애는 인간의 기본 욕구인(Yang, Kim, Lim, & Paik, 2013).

먹는 것에 어려움과 두려움을 가지고 올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정신적 사회적 어려움을 동반한다, (Kim, Kim,

구체적으로는 식사에 대한 불안 영양 결핍 체중 감소 등에서Choi, & Kim, 2019; Yang, Kim, Lim, & Paik, 2013). , ,

나아가 사회적 고립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함으로써 직 간접적으로 노인의 생존에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이, ,

다김두리 김연옥 최성해 이와 같은 이유로 삼킴장애는 노년기 우울의 주요 원인 증상으로( , , , 2018; Kim et al., 2019).

손꼽히며 이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할 시에는 우울 증상과 함께 자기방임으로 이어지는(Holland et al., 2011),

결과를 초래한다(Dyer, Goodwin, Pickens-Pace, Burnett, & Kelly, 2007; Maclean, Cotton, Perry, 2009).

그렇다면 신체적 어려움과 정신적 어려움 그리고 이어지는 자기방임의 경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심리 사회적 개입 요인으로 삶의 의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삶의 의미는 주체적으로 의미를 발견하고 추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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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으로 사회적 관계 맺음 속에서 삶을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한다남석인 시지혜 정예은 채주석, ( , , , , 2019).

전 생애의 안녕에 있어 연령과 상황에 상관없이 이는 매우 중요한 삶의 동기이자 요소로(Steger, Oishi, & Kashdan,

특히 노인에게 있어서는 내 외재적인 어려운 상황을 수용하게 해주는 한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기도2009), ,

한다한상윤 남석인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삼킴장애와 우울 그리고 자기방임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 , 2019). ,

동시에 이들 간의 경로에서 보호요인으로써 삶의 의미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노인의 삼킴장.

애 조기발견의 중요성과 함께 노년기 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삶의 의미의 역할을 규명함으로써 노인의 자기방

임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보건의료 과학기술 사회복지가 융합된 다학제적 접근에, ,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론적 배경.Ⅱ

노인의 자기방임 개념과 현황1.

노인의 자기방임은 건강 및 위생 관리에 대한 능력 부족 의지 부족 혹은 능력과 의지의 복합적 부족에서,

비롯되어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전반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있어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포기하는 행위이다,

미국 성인보호서비스협회(Burnett et al., 2014; Pavlou & Lachs, 2006). (National Adult Protective Services Association,

는 노인의 자기방임을 대표적인 노인 학대 유형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으며NAPSA) , APS(Adult Protective Services)

필수 보고 사항으로 지정하고 있다(Choi, Kim, & Asseff, 2009; National Adult Protective Services Association, 2020).

우리나라 또한 노인의 자기방임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를 제공하거나 의료 처치를 받는 등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위한 행동을 포기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위험한 상황 혹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정의 내리고 있다보건복지(

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매년 자기방임을 포함한 여러 유형의 노인학대를 보고받, , 2020).

아 이에 대한 문제 인식 및 대책 방안 마련을 위한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노인의 자기방임은 매우 심각한 노인학대 문제이며 공중 보건 영역의 주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

문제 인식은 아직까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자기방임은 다른 학대 유형에 비하여 발견되기(Dong et al., 2009).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발견되더라도 성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등의 이유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복지사각지대의 발생 위험에 놓여 있다김말영 이재정 그럼에도 자기방임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 , , 2016).

로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이다 누적된 자기방임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 혹은 자살 등으로 이어져 노인의 사망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미진 김혜련 장고운 자기방임이 진행된 이후의 개입에 있어 제한점이( , , , 2018).

많은 만큼 예방적 개입이 필히 이뤄져야 하며 이에 자기방임에 이르게 되는 경로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이와 같은 이유로 국외에서는 디오게네스증후군 노인성 붕괴증후군(Diogenes syndrome), (senile breakdown syn-

등 자기방임을 정의 내리고자 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온 반면 국내에서는 최근 들어 노인의 자기방임drome)

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노인의 자기방임에 이르는 경로에서 연령 경제수준 교육. , ,

수준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수들 이외에도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자기방임에 이르는 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보고하였는데 이들의 영향 여부 및 상호작용 여부를 검증하는 데 그쳐 어떤(Dong et al., 2009),

메커니즘을 통해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경로 검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백옥미( , 2019;

또한 기존 연구들 대부분은 독거노인의 자기방임에 주목해왔으며남석인 이예진 김보미 이은경Dong, 2017). ( , , , ,

손영은 이종화 남석인 장수지 김수영 아직까지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자기방임에 이르는2016; , , , 2016; , , 2017),

경로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거주 형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만 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신체적.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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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과 정신적 어려움이 자기방임에 이르는 경로를 살펴보고 자기방임에 이르기 전 개입할 수 있는 시점 및,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자가간호이론에 기반한 노인의 삼킴장애와 우울 자기방임 간의 관계2. ,

의 자가간호이론 에서 자가간호는 스스로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수행되는Orem(1980) (self-care theory)

활동을 의미한다 노인의 경우 만성질환의 문제를 가지고 삶을 유지해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가간호에. ,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송미령 김매자 이명은 이인범 서미례 신체적( , , , , , 1999).

건강의 어려움이 발생한 상황에서 자가간호요구는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에 따른 자가간,

호역량이 함께 높아져 스스로 질병 관리 및 위생 관리를 하게 된다 그러나 신체적 건강의 어려움이 정신적 어려움.

으로 이어지게 되면 자가간호결핍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자기방임의 결과로 이어지기 쉽다 전미경과, .

박연환 의 연구대상인 간이식 수혜자의 경우 이식된 장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생 면역억제제를(2017) ,

복용해야 하며 여러 가지 합병증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나 연구에서 이들이 스스로의 건강 관리를 포기하지 않고, ,

지속적으로 자기관리를 해나갈 수 있는 선행 요인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명의 간이식 수혜자를 대상으. 275

로 분석한 결과 이들의 우울 수준은 지속적인 자기관리에 있어 강력한 선행 요인임이 나타났고 투약 식이뿐만, , ,

아니라 정신적 건강 관리의 중재 및 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자기방임으로 이르는 경로에.

있어 신체적 건강의 어려움과 정신적 건강의 어려움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년기에 겪을 수 있는 신체적 어려움은 다양하지만 질환뿐만 아니라 노화로 인한 근력 감소로 인하여 많은,

노인들이 삼킴장애를 호소하게 되며 이를 노인성삼킴장애 라고 칭한다 삼킴장애는 구강 단계 인두, (presbyphagia) . ,

단계 식도 단계에 걸쳐 관찰될 수 있는 현상으로 음식이 혀 밑에 남아 있거나 구강 건조증 이 나타나고, (zerostomia) ,

음식물을 구강 내에서 목 뒤로 제대로 못 넘기기도 하며 식사 도중이나 식후에 목소리가 변하거나 사레 잦은, ,

헛기침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김향희 앞서 언급된 신체적 기능적 측면으로 발현되는 삼킴장애는 정신적( , 2018). , ,

사회적 측면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적 건강 문제 소통 문제 부담 등을 아우르는 삼킴관련 삶의 질, , ‘ (swallowing

이라는 개념까지도 이어진다김두리 김연옥 최성애related quality of life)’ ( , , , 2018; Kim, Kim, Kim, & Cho, 2013;

삼킴장애와 연관되는 정신적 어려움으로 대표적인 증상은 우울이다 삼킴장애를Kim, Kim, Choi, & Kim, 2019). .

살펴본 국외 연구들 중 많은 연구가 우울과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기존 연구결과의 대부분이 이들 간의,

정적 영향력을 일치하게 보고하고 있다 와 는 세 이상 노인 명을. Ozer, Akin, Soysal, Gokcekuyu Zararsiz(2020) 60 512

대상으로 삼킴장애와 우울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삼킴장애가 있는 경우 우울 증상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

나타났다 과 의 연구에서도 명을 대상으로 삼킴장애가 삶의 질 및 심리적 안녕에. Maclean, Cotton Perry(2009) 197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삼킴장애와 우울 간의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두 연구 모두 삼킴장애에

대한 치료적 개입과 함께 심리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 삼킴장애와 우울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기 시작하였는데 김주연 은 명의 삼킴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우울, (2016) 87

정도를 검증한 결과 환자의 대다수가 우울 증상을 겪고 있으며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우울이 자기방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연구에서 자기방임에 있어,

우울은 매우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와 는. Abrams, Lachs, McAvay, Keohane Bruce(2002) New Haven

에 참여한 세 이상 명을 대상으로 자기방Established Populations for Epidemiologic Studies of the Elderly cohort 65 2,812

임의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 우울은 자기방임에 있어 중요한 선행 요인임을 보고하였다 와 의, . Pavlou Lachs(2006)

연구에서도마찬가지로우울은자기방임에정적영향을미치는노인성증후군의주요원인요인으로나타났다 그리.

고 은이들간의관계를 종단연구로 살펴보기위하여Dong(2017) EPESE(the Established Populations for Epidemiolo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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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한 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연구 기간 동안 우울 증상이 있는 노인이Studies of the Elderly) 2,812 ,

자기방임으로 신고를 당하는 빈도가 높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취약한 상황에. ,

놓이게 되었을 때 노인의 자기방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다수의 기존 연구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Botek,

본 연구에서는 자가간호이론에 기반하여 노인의2019; Choi, Kim, & Asseff, 2009; Lauder, Scott, & Whyte, 2001).

삼킴장애와 자기방임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동시에 조기 개입을 위한 자기방임에 이르는

경로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노인의 삶의 의미와 우울 자기방임 간의 관계3. ,

노년기는 빈곤과 건강 악화 등을 겪는 삶의 쇠퇴기인 동시에 자아통합과 노년초월이라는 발달과업을 수행하는

성장의 시기이기도 하다남석인 한상윤 남석인 은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인생의( , 2018; , , 2019). Frankl(1963)

주요한 동기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는데 이후 다수의 연구에서 성별 연령 다양한 상황 등에 관계없이, , ,

삶의 의미의 상실이 공허함 우울 등의 감정으로 이어지며 결국은 스스로의 삶에 대한 포기로 귀결될 수 있음을, ,

보고하였다박선영 권석만 이와 같이( , , 2014; Shao, Zhang, Lin, Shen, & Li, 2014; Takkinen & Ruoppila, 2001).

노년기에 갑작스럽게 맞는 다양한 변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게 있어 삶의 의미가,

가지는 중요성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김경미 류승아 최인철( , , , 2011).

노년기의 여러 어려움에 있어 삶의 의미의 조절 및 매개 역할에 주목한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삶의 의미는,

유의미한 핵심 요인으로 나타난 경우가 많았다 와 는 다양한 신체적 기능 저하를 가지고. Psarra Kleftaras(2013)

있는 명을 대상으로 삶의 의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삶의 의미 인식 수준에 따라 신체적 기능 저하의511 ,

수용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김보라와 신희천 의 연구에서는 역경을 겪더라도 적응해가려는. (2010)

특성인 자아탄력성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있어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고 삶의,

의미는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외상에 대한 대처로서의 삶의 의미의

증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강지애와 김진숙 의 연구에서도 노인의 스트레스와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2014)

삶의 의미는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의 스트레스 증상 이외에도 삶의 의미에 대한 개입이

선행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한편 최근 국내의 한 연구는 명의 삼킴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삶의 질과 우울. 90

간의 관련성을 보고자 삶의 의미의 매개 및 조절효과를 관찰하였고 연구결과 삶의 의미는 삶의 질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기존 연구들에서(Kim, Lee, Kim, & Lee, 2019).

삶의 의미는 외상 등의 신체적 어려움 혹은 스트레스 우울 등의 정신적 어려움을 매개 혹은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노년기에 이러한 역할은 더욱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삼킴장애가, .

우울 자기방임의 문제로 이어지는 데 있어 삶의 의미가 보호 요인으로써 작동하는지의 여부와 함께 효과적인,

개입 시점에 대한 검증 및 논의를 하고자 한다.

연구방법.Ⅲ

연구모형1.

본 연구는 노인의 삼킴장애와 우울 우울과 자기방임 그리고 삼킴장애가 우울을 매개하여 자기방임에 미치는,

영향이삶의의미의인식수준에따라달라지는지검증하고자한다 이에따른연구모형및가설은 그림 과같다.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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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연구모형[ 1]

가설 우울은 삼킴장애와 자기방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1) .

가설 삼킴장애가 우울을 통해 자기방임에 미치는 영향은 삶의 의미의 인식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2) .

연구대상 및 수집방법2.

본 연구는 전국의 노인종합복지관 및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만 세 이상 노인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65 993

다 다단계비례할당법을 통한 자료 수집으로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지역별 만 세 이상 노인의 분포. , 65

비율에 따라 지역별로 인원을 할당하였다 조사는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의 총 개. , , , , , 20

노인종합복지관 및 주간보호시설에서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이루어졌다 설문은 모두 참여한 노인의2019 1 2019 3 .

자발적 동의 후에 직접 방문으로 이루어졌으며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경우 조사 전 대면 면접과 인지능,

력검사를통하여설문수행 가능여부를확인한후 진행하였다 조사 시작전 조사에 대한내용을충분히안내하였.

고 조사 형식은 설문지 혹은 태블릿 설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였다 조사된 자료 중 중도 포기 사례 및 결측치를, .

제외한 총 명이 최종 분석 대상으로 활용되었다 모든 연구 과정은 포항공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787 .

의 심의 절차를 거쳤다(PIRB-2018-E019) .

측정도구3.

종속변수 자기방임1) :

본 연구에서는 자기방임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미혜 권금주 임연옥 및 이연호 가 개발한 노인학대 측정도, , (2006)

구의 하위차원인 자기방임 조사도구를 사용하였다 자기방임은 노인 자신에게 해가 되거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의료적 학대 및 유기를 포함한 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는 건강 생활 환경 등의 위험한 상황에서5 (e.g. “ , ,

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거부한다 나는 건강에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을 지속한다”, “ ”

등 모든 문항은 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Likert 4 1( ) 4( ) ,

자기방임이 심각한 수준임을 의미한다 본 척도를 활용한 이민홍 강은나 및 이재정 의 연구에서 보고된. , (2013)

는 이며 본 연구에서 산출된 는 이다Cronbach’s .76 , Cronbach’s .69 .α α

독립변수 삼킴장애2) :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삼킴장애를 측정하기 위하여 과 가 개발한Kim, Kim Lee(2018) SMAP(Swallowing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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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삼킴기능 자가보고 문항을 일부 축소하여 공인타당도를 검증한 척도and Assessment Protocol) (Kim, Lee, Pyo,

외 를 사용하였다 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인 의Kim, Choi, Choi, 2019) . Kim, Lee, Pyo, Kim, Choi, Choi, (2019) SMAP

삼킴기능 자가보고는 삼킴기능 저하 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한 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소에18 (e.g. “

입이 건조하거나 목이 마르다 물이나 액체에 사레가 걸린다 등 모든 문항은 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 ” ). Likert 5 0(

않다부터 항상 그렇다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삼킴기능의 저하가 심각한 수준임을 의미한다) 4( ) , . Kim,

및 연구에서 보고된 내용타당도 지수 는 전 문항 이상이며Kim Lee(2018) (CVI) .75 , Kim, Lee, Pyo, Kim, Choi,

외 연구에서 보고된 과 의 스피어만 상관계수는Choi, (2019) SMAP K-DHI(Korean Dysphagia Handicap Index) r =.83

이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는 이다(p< .01) . Cronbach’s .88 .α

매개변수 우울3) :

본 연구에서는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가 개발한 우울증 자가진단 척도인Radloff(1977) CES-D(the Center for

를 축약한 한국어판 축약형 척도허만세 박병선 배성우 를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CES-D ( , , , 2015)

사용하였다 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자기보고식 우울증 선별 도구로 본 척도는 총. CES-D ,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등11 (e.g. “ ”, “ ” ).

이 중 번과 번 문항의 경우 역문항으로 처리하였다 모든 문항은 점 척도로 극히 드물게 일 이하부터2 7 . Likert 4 0( : 1 )

거의 대부분 일으로 구성되었으며 총점은 최저 점부터 최고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이 심각함을3( : 5-7 ) , 0 33

의미한다 본 척도를 활용한 김진영 의 연구에서 보고된 는 이며 본 연구에서 산출된. (2009) Cronbach’s .88 ,α

는 이다Cronbach’s .82 .α

조절변수 삶의 의미4) :

본 연구에서는 삶의 의미를 측정하기 위하여 남석인 이 개발한 을(2018) SMiLE(Senior Meaning in Life Evaluation)

사용하였다 은 총 문항으로 수용 문항 무의미한 삶 문항 주도적인 삶 문항 및 사회공헌 문항의. SMiLE 18 , 4 , 6 , 5 3

개 하위 요인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는 내가 원하던 삶을 살아왔다 나는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4 (e.g. “ ”, “ ”

등 이 중 무의미한 삶 문항의 경우 모두 역문항으로 처리하였다 모든 문항은 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6 . Likert 5 1(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의미를 인식하는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남석) 5( ) , .

인 의 연구에서 보고된 전체 문항의 는 이며 하위요인별로는 주도적인 삶 무의미한(2018) Cronbach’s .88 , .81,α

삶 수용 사회공헌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전체 문항의 는 이며 하위요인별로.85, .84, .65 . Cronbach’s .89 ,α

는 주도적인 삶 무의미한 삶 수용 사회공헌 로 나타났다.77, .84, .82, .74 .

통제변수5)

선행 연구를 통하여 연구모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성별은. ,

여성을 남성을 로 변환하였다 둘째 연령은 대상자의 실제 나이를 연속형 변수로 활용하였다 셋째 교육수준은0, 1 . , . ,

중학교 졸업 이하를 고등학교 졸업 이상을 로 변환하였다 넷째 독거 유무는 동거를 독거를 로 변환하였다0, 1 . , 0, 1 .

마지막으로 월간 가구 소득은 총 단계로 만원 미만 만원 이상 만원 미만 만원 이상 만원6 (1: 50 , 2: 50 ~100 , 3: 100 ~200

미만 만원 이상 만원 미만 만원 이상 만원 미만 만원 이상 구분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4: 200 ~300 , 5: 300 ~500 , 6: 500 ) ,

월간 가구 소득도 높음을 의미하는 연속형 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방법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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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자료는 및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SPSS 25.0 PROCESS macro 3.4 . .

첫째 설문 문항 간의 내적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각 측정 도구에 대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기술통계를 분석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의 확인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의. , , ,

정상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각 변인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넷째 의. , . , Hayes(2013)

을 활용하여 부트스트랩 방식으로 번의 표본 추출을 통해 신뢰구간에서PROCESS macro model 58 10,000 95%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부트스트랩 방식은 비모수적 반복 표집에 의하여 다수의 경험적 표집분포를 구성.

함으로써 분포의 모양에 관계없이 정확하게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절된 매개효과의,

검증에 적합하다(Hayes, 2013).

조절된 매개모형의 구체적인 검증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우선 조절변수를 제외한 단순매개모형의 유의성.

을 검증함으로써 조절변수가 제외된 상태에서 독립 매개 및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삼킴장애, , . ,

우울과 자기방임 간 관계에 대한 삶의 의미의 조절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조절된 매개모형의 검증을 실시하였다.

모든 과정에서의 유의성은 부트스트랩 방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연구결과.Ⅳ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1.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과 같다 성별은 남성 여성 로 여성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1> . 36%, 64% .

연령은 세부터 세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평균 연령은 세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중학교 졸업 이하가67 98 , 79.3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로 나타났으며 독거 유무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 함께 거주하고 있는 동거가55%, 45% , , ,

독거는 로 나타나 동거가 다소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월평균 가구 소득은 만원 미만이63.9%, 36.1% . 50

로 응답자 중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8.4% .

구분 빈도명( ) 비율(%)

성별
남성 283 36

여성 504 64

연령 평균(SD) 79.3 5.59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433 55

고등학교 졸업 이상 354 45

독거 유무
동거 503 63.9

독거 284 36.1

월평균 가구소득

만원 미만50 381 48.4

만원50~100 123 15.6

만원100~200 114 14.5

만원200~300 82 10.4

만원300~500 69 8.8

만원 이상500 18 2.3

표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 (n = 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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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변수의 기술통계2.

본 연구의 변수별 기술통계는 표 와 같다 종속변수인 자기방임은 최소값 최대값 의 범위에서 평균< 2> . 5, 19

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수인 삼킴장애는 최소값 최대값 의 범위에서 평균 으로6.84(SD=2.12) , 0, 48 7.73(SD=7.63)

확인되었다 매개변수인 우울은 최소값 최대값 에서 평균 로 나타났으며 조절변수인 삶의. 0, 33 5.66(SD=5.62) ,

의미는 최소값 최대값 으로 평균 로 확인되었다22, 90 65.60(SD=11.54) .

한편 모든 변수의 왜도 및 첨도를 확인한 결과 왜도는 절대값 최소 에서 최대 첨도는 절대값 최소, .20 1.97,

에서 최대 로 나타났다 왜도는 절대값 보다 작고 첨도는 절대값 보다 작으므로 자료의 정규성 가정에.22 5.31 . 3 , 8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West, Finch, & Curran, 1995).

변수 평균(SD)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자기방임 6.84(2.12) 5 19 1.28 1.99

삼킴장애 7.73(7.63) 0 48 1.97 5.31

우울 5.66(5.62) 0 33 1.52 2.93

삶의 의미 65.60(11.54) 22 90 -.45 .49

성별 .36(.48) 0 1 .59 -1.66

연령 79.32(5.59) 67 98 .24 -.22

교육수준 .45(.50) 0 1 .20 -1.96

독거 유무 .36(.48) 0 1 .58 -1.67

월평균 가구소득 2.22(1.47) 1 6 .91 -.39

표 연구 변수의 기술통계< 2> (n = 787)

연구 변수 간 상관관계3.

본 연구의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과 같이 주요 변수인 종속변수 독립변수 및 매개변수 간< 3> ,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상관계수의 절대값은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8

우려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정확한 다중공선성 진단을 위하여 분산팽창요인(Katz, 2011), (variance inflation

을 검증한 결과 모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대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factor; VIF) 10 .

변수 1 2 3 4 5 6 7 8 9

자기방임1. 1

삼킴장애2. .24
**

1

우울3. .42
**

.50
**

1

삶의 의미4. -.36
**

-.40
**

-.59
**

1

성별5. .18
**

-.11
**

-.01 -.02 1

연령6. .01 .17
**

.12
**

-.08
**

.17
**

1

교육수준7. .01 -.22
**

-.17
**

.13
**

.37
**

-.04 1

독거 유무8. .01 .16
**

.16
**

-.12
**

-.28
**

.12
**

-.18
**

1

월평균 가구소득9. -.03 -.22
**

-.21
**

.22
**

.17
**

-.19
**

.40
**

-.33
**

1

**
p < .01

표 연구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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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킴 장애와 자기방임 간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4.

삼킴장애와 자기방임 간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와 같다 모형 에서 매개변수인< 4> . 1

우울에 독립변수인 삼킴장애는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47, p 모형 에서< .001). 2

종속변수인 자기방임에독립변수인 삼킴장애는 정적으로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나타났다(β = .27, p < .001).

모형 에서 매개변수인 우울을 같이 투입하여 살펴본 결과 삼킴장애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3 , (β = .08,

p 우울의 매개효과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05) .

매개모형

모형1 모형2 모형3

종속변수 우울: 종속변수 자기방임: 종속변수 자기방임:

B S.E. β B S.E. β B S.E. β

상수( ) 3.08 2.58 - 8.51 1.09 - 8.05 1.02 -

삼킴장애 .35 .02 .47
***

.07 .01 .27
***

.02 .01 .08
*

우울 - - - - - - .15 .01 .40
***

성별 1.16 .41 .10
**

1.01 .17 .24
***

.88 .16 .20
***

연령 .00 .03 .00 -.03 .01 -.09
*

-.03 .01 -.09
**

교육수준 -.68 .40 -.06 -.03 .17 -.01 .07 .16 .02

독거 유무 .96 .39 .08
*

.17 .17 .04 .03 .15 .01

월평균 가구소득 -.30 .14 -.08
*

-.02 .06 -.02 .02 .05 .01

F 49.58
***

15.50
***

31.49
***

R
2
(adj R

2
) .28(.27) .11(.10) .22(.21)

*
p < .05,

**
p < .01,

***
p < .001

표 삼킴장애와 자기방임 간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4>

우울의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부트스트랩 을 실시한 결과는 표 와 같다 부트(bootstrapping) < 5> .

스트랩 신뢰구간에서 하한값이 상한값이 로 신뢰구간 내에 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삼킴장애와 자기방95% .04, .07 0

임 간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킴장애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우울이 심각해지며. ,

이에 따라 자기방임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Effect S.E. LLCI ULCI

삼킴장애 우울 자기방임→ → .056 .009 .040 .074

표 삼킴장애와 자기방임 간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5>

삼킴장애 우울 자기방임의 관계에 대한 삶의 의미의 조절된 매개효과5. , ,

삼킴장애가 우울을 경유하여 자기방임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삶의 의미의 인식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검증하

기 위하여 조건부 과정 모형의 회귀계수 및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과 같다 삼킴장애가 높을수록 우울이< 6> .

심각해지는것으로나타났으며(b = .56, p 우울이심각할수록자기방임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001), (b = .10,

p 그러나 삼킴장애의 자기방임에 대한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우울의 완전매개역할을 확인할< .05). ,

수 있다 삼킴장애의 어려움은 우울을 경유하여 자기방임의 증가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

각 경로의 조건부효과를 살펴보면 삼킴장애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삶의 의미의 인식 수준에 조건적이며,



노인의 삼킴장애와 자기방임의 관계에서 우울을 통한 삶의 의미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1013

그림 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b = .01, p 이는 삼킴장애의< .001).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삶의 의미의 인식 수준에 따라 우울의 심각성이 증가되거나 혹은 완화됨을 의미한다 반면.

우울이 자기방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삶의 의미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된 매개모형
종속변수 우울: 종속변수 자기방임:

B S.E. t B S.E. t

상수( ) 13.58 2.55 5.33
***

10.25 1.18 8.71
***

삼킴장애 .56 .08 7.05
***

.02 .01 1.60

우울 .10 .05 2.00
*

삶의 의미 -.17 .02 -8.99
***

-.03 .01 -3.74
**

성별 .59 .35 1.66 .84 .16 5.29
***

연령 .02 .03 .68 -.03 .01 -2.51
**

교육수준 -.61 .35 -1.75 .07 .16 .45

독거 유무 .67 .34 1.99
*

.02 .15 .13

월평균 가구소득 -.10 .12 -.81 .04 .05 .80

삼킴장애 삶의 의미x .01 .00 -4.45
***

우울 삶의 의미x .00 .00 .42

F 82.36
***

26.95
***

R
2

.46 .24

*
p < .05,

**
p < .01,

***
p < .001

표 삶의 의미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결과< 6>

그림 는 삶의 의미 평균의 표준편차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의 개 집단으로[ 2] +1 , -1 2

구분하여 제시한 그래프이다 우선 비슷한 수준의 삼킴장애의 어려움을 가진 집단 내에서 삶의 의미가 높은 집단의.

경우 우울의 정도가 현저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삼킴장애의 어려움에 따라 우울의 정도가 높아지는, .

것은 두 집단이 동일하지만 삶의 의미가 높은 집단의 경우 삼킴장애의 어려움이 커졌을 때 삶의 의미가 낮은,

집단에 비하여 우울이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삶의 의미가 삼킴장애와 상호작용.

하며 삼킴장애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보호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그림 삼킴장애와 우울 간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조절효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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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킴장애 우울 및 자기방임 간의 관계 즉 이들의 간접효과에 대한 삶의 의미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본, ,

결과는 표 과 같다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에서 모두 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조절된 매개효과가 모든< 7> . 95% 0 ,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의미가 높은 경우 의 간접효과 값은 평균인 경우 낮은. (+1SD) .014, .022,

경우 로 삶의 의미가 낮아질수록 간접효과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삶의 의미가 높은(-1SD) .029 , .

집단일수록 삼킴장애와 자기방임 간의 관계가 약화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삶의 의미는 삼킴장애가 우울을 매개로.

자기방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이에 대한 영향력을 완화 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보호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삶의 의미

간접효과

Effect S.E.
95% Bootstrap CI

LLCI ULCI

-1SD .029 .007 .017 .043

0 .022 .005 .012 .033

+1SD .014 .006 .004 .027

표 삼킴장애 우울 및 자기방임 간 관계에 대한 삶의 의미의 조절된 매개효과< 7> ,

논의.Ⅴ

본 연구는 노인의 삼킴장애가 우울을 매개로 자기방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동시에 이들 간의 관계에

있어 삶의 의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의 만 세 이상 노인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65 787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삼킴장애 정도는 우울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어려움이 정신적 어려움으로.

이어지는이와같은결과는기존연구들을지지하는결과로 또한이들간의정적관계를논의한바있다Botek(2019) .

특히 신체적 어려움 중에서도 삼킴장애와 우울 간의 관계를 규명한 와Ozer, Akin, Soysal, Gokcekuyu Zararsiz(2020),

그리고 과 김주연 등의 국내외 선행 연구들은 삼킴장애의 어려움이 클수록 우울Maclean, Cotton Perry(2009), (2016)

이 심각해진다는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 또한 기존 연구들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

둘째 노인의 우울은 자기방임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이 심각할수록 자기방임을 할 확률이, .

높아짐을 의미하며 이는 기존 연구 결과들을 뒷받침한다, (Choi, Kim, & Asseff, 2009; Lauder, Scott, & Whyte,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한 와 의 연구에서 우울과 자기방임 간의 밀접한 관계를 보고한2001). Pavlou Lachs(2006)

바 있으며 종단연구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울이 자기방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Abrams, Lachs, McAvay,

와 의 연구와 의 연구에서 또한 우울은 자기방임의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Keohane Bruce(2002) Dong(2017) .

셋째 노인의 삼킴장애가 우울을 통해 자기방임에 미치는 영향은 삶의 의미의 인식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삼킴장애와 자기방임 간에 우울은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체적 어려움이.

정신적 어려움을 통하여 자기방임에 이르게 된다는 기존의 선행 연구 결과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yer,

한편 삶의 의미는 삼킴장애와 우울Goodwin, Pickens-Pace, Burnett, & Kelly, 2007; Maclean, Cotton, & Perry, 2009).

간의 경로에서 유의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삼킴장애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삶의 의미가.

완화 혹은 상쇄시킴으로써 보호요인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삼킴장애 우울 그리고 자기방임 간의. ,

간접효과에서 삶의 의미는 유의한 조절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의미가 높은 집단일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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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킴장애와 자기방임 간의 관계가 약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노인에게 있어 삶의 의미의,

증진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우울 및 자기방임에 있어 삼킴장애와 삶의 의미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통합적인 관점의 제언을 통한 향후 복지기술과의 연계는 미래 노인의 우울 및 자기방임의 감소를 효과적으,

로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삼킴을 위한 훈련 삶의 의미 증진을 위한 훈련 및 이를 포괄적으로 담을. ,

수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삼킴장애에 대한 조기발견 및 적극적인 치료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들은 그들이, .

흔히 경험하는 사레 등의 삼킴 문제를 노화의 한 단면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 ‘ ’ (Turley & Cohen, 2009),

체계적이고도 민감한 문항들로 구성된 노인 대상 삼킴평가도구 를 통하여 삼킴장애를 조기 발견하(Kim et al., 2018)

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삼킴장애는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과 같은 퇴행성질환의.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초기 증세로 발현되기도 하며 이를 간과할 경우 흡인성 폐렴 영양실조 더 나아가 사망에(Murono et al., 2014), , ,

이르게 된다 따라서 적극적인 삼킴 치료를 통한 삼킴장애의 호전은 우울 불안장애 등의(Kidney et al., 2004). ,

정신적 어려움을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삼킴 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Ayres et al., 2016; Zhang

즉 삼킴장애의 어려움이 비단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문제인 우울 그리고et al., 2014). , ,

스스로를 학대하는 자기방임의 문제로까지 이어진다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노인의 삼킴장애에

대한 조기발견 및 적극적인 치료는 이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접근이다 한편 삼킴장애의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대상자에 대한 직접적인 삼킴 훈련을 통한 신경계의 기능적 변형을 꾀하는 신경가소성(neur-

이론에 근거한 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근거기반 삼킴 훈련으로oplasticity) (Robbins et al., 2008).

구성된 치료법을 활용하되 훈련의 횟수 및 강도 등을 이상적으로 설계한 중재 프로그램 제공이 중요하다, . SMIP

삼킴중재프로그램 은 힘껏 오래 삼키기(Swallowing Monitoring & Intervention Program, SMIP) (Effortful Prolonged

힘껏 음도 높이기 힘껏 혀 돌리기 를Swallow, EPS), (Effortful Pitch Glide, EPG), (Effortful Tongue Rotation, ETR)

포함한 세 가지의 훈련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루 차례아침 점심 저녁 주당 일 총 주간의 훈련을 목표로, 3 ( , , ), 5 , 8

하는 프로그램이다 정상노년층을 대상으로도 사용성이 입증된 만큼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하. (Kim et al. 2020),

여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삼킴 훈련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삼킴장애의 어려움이 있는 노인 및 이로 인한 우울을 겪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삶의 의미 증진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제공이 요구된다 노인의 삼킴장애와 우울 그리고 자기방임 간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결과를 통하여 노년기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건강 차원의 개입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 증진을 위한 개입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신체적 건강의 어려움인 삼킴 문제를 조기, .

발견했을 시에는 치료적 개입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 증진을 위한 개입 또한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SMiLE

삶의 의미 중재 프로그램은 인간중심상담 로고테라피 그리고 수용전념치료를 바탕으로 한국 노인의 특성을 고려,

하여 만들어져남석인 한국 노인의 삶의 의미 증진을 위한 개입에 있어 더욱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다( , 2018), .

사회복지 실천 관점에서 개발된 총 회기의 집단상담 프로그램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된 총 회기의8 , 40

중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애플리케이션 중재 프로그램의 경우 노인이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실천하고.

관리하며 지속적으로 삶의 의미를 탐색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기관에서는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도록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한상윤 남석인 거동이( , , 2019),

불편하거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는 것을 원치 않는 노인에게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중재 프로그램의 활용은 노년기 신체적 건강의 어려움 속에서도 현재의 삶을 수용하고 의미를 탐색하며 주도적으,

로 스스로의 삶을 그리고 사회적 역할을 설계할 수 있도록 삶의 의미를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인 개입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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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융합과 더불어 과학기술을 적용하여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통합적으, , ,

로 증진시킬 수 있는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정확하고 용이한 진단 기기 개발을 통한 노인성 삼킴 장애의.

조기 선별 및 진단 그리고 환자별 상태에 따른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맞춤화된 치료는 노인의 삼킴 기능,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삶의 의미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도 매우 효과적이다유희천 노인의 삼킴장애를( , 2018).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삼킴장애에 대한 어려움을 측정하Screening(Screening test for the eligibility of a participant),

는 그리고 삶의 의미를 측정하는SMAP(Swallowing Monitoring and Assessment Protocol), SMiLE(Senior Meaning

이 함께 탑재된 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모두를in Life Evaluation) Swallowing & Life Style Survey System , ,

진단할 수 있는 도구로 스마트 디바이스에 탑재하여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삼킴 평가 애플리케이션이,

다최영근 김민재 고정배 유희천 또한 삼킴 건강 코치는 삼킴 기능 및 삶의 의미의 증진을 위한( , , , , 2018). 365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바일 디바이스에 탑재되어 이동성 혹은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병원 방문,

에 한계가 있는 노인 환자 혹은 거동이 불편한 중환자뿐만 아니라 정상 노인을 위한 삼킴 장애 예방과 중재에

유용한 도구이다김진원 최영근 김민재 임혜진 유희천 예를 들어 삼킴 건강 코치 앱을 사용하면( , , , , , 2019). , 365

삼킴 기능 강화 훈련 및 삶의 의미 탐색 훈련이 개인 일정에 맞춤화되어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고 진행될 수

있으며 삼킴 건강 수준과 삶의 의미 인식 수준에 따라 맞춤형 콘텐츠가 제공되는 동시에 서버 전송을 통한 전문가,

의 피드백과 관리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와 더불어 과학기술의 융합은 노인의 신체적. ,

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접근 및 개입이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노인의 삼킴장애가 우울을 매개로 자기방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동시에 이들 간의 관계에

있어 삶의 의미의 조절효과를 규명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현시점 노인의 삼킴장애 우울 그리고. , ,

자기방임 간의 관계와 삶의 의미의 조절효과에 주목하고자 횡단연구를 진행하였으나 각 변수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양상을 봄으로써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들 간의 인과적

관계 또한 살펴볼 수 있으므로 종단연구를 활용한 보다 확장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노인의 삼킴장애가 자기방. ,

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우울의 완전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나 우울 이외에도 이들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정신적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노인종합복지관 및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으로 집에 머무르는 재가 노인의,

경우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재가 노인을 포함하거나 혹은 별도로 살펴봄으로써 이들.

간의 결과의 차이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보건의료 과학기술 및 사회복지가 함께하는 다학제적 개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차 산업혁명 시대에 노인을 위한 헬스케어와 사회복지의 융합적 실천 방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4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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