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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구강간호 제공자의 행동 양상과 치매노인의 저항행동

본 연구는 영상 자료의 분석을 통해 장기요양시설 구강간호 제공자의 행동

양상과 치매노인의 저항행동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저항행동에 대한

영향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총 70개의 영상에

포함된 구강간호 제공자의 행동 양상과 치매 노인의 저항행동은 행동관찰을

위한 코딩 체계를 통해 각 행동의 빈도와 지속시간의 형태로 추출되었다.

자료는 SPSS Statistics 25.0 프로그램과 STATA version 1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독립표본 t-검정, 교차분석, 상관관계 분석, 그리고

선형혼합모형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총 23명의 치매노인 중 91.3%가 최소 한 건의 구강간호 서비스 중에

저항행동을 보였으며, 70건의 구강간호 서비스 중에서는 82.9%의

구강간호에서 치매노인의 저항행동이 관찰되었다. 구강간호 제공 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 저항행동은 ‘벗어나려 하기(pull away)’로 나타났으며,

상대적 지속시간이 가장 긴 저항행동은 ‘입 악물기(clench mouth)’로

확인되었다. 치매노인의 구강간호 의존도와 우울증 여부에 따라 저항행동

유무에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구강간호 제공자가 보인

인간중심적 행동에서 언어적 범주 항목은 ‘협력적으로 타협하기

(cooperatively negotiating)’가 가장 높은 빈도로 확인되었다. 비언어적

범주에서 가장 높은 빈도와 지속시간이 나타난 항목은 ‘대상자의 속도에

맞추어 주기(adjusting to resident’s pace)’ 행동이었다. 구강간호 제공자의

업무중심적 행동의 경우, 언어적 범주 중에서 ‘권위적인 말투(verb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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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ing)’ 항목이 가장 높은 빈도로 관찰되었으며, 비언어적 범주에서는

‘신체적으로 제어하기(physically controlling)’ 항목이 그 빈도와

지속시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 각 행동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인간중심적 행동 중에서

비언어적 범주의 지속시간은 저항행동의 지속시간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업무중심적 행동의 언어적 범주와 비언어적 범주는 빈도 및

지속시간 모두에서 치매노인의 저항행동과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3. 치매노인의 저항행동의 분 당 빈도에 대해서는 구강간호 의존도와

인간중심적 행동 양상의 ‘편안한지 상태 확인하기'와 ‘협력적으로

타협하기’가, 업무중심적 행동 양상의 ‘신체적으로 제어하기’가 유의한

영향요인이었다. 저항행동의 상대적 지속시간의 경우, 구강간호 의존도,

K-MMSE 총 점수, 그리고 업무중심적 행동의 ‘권위적인 말투’, ‘끼어들거나

대화주제 바꾸기’, ‘신체적으로 제어하기’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구강간호 제공자가 치매노인이 편안한지 상태를

살피는 것이 저항행동의 완화에 도움이 되며, 신체적으로 제어하는 행동이

치매노인의 저항행동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치매노인의 저항행동은 노인의 기능적 의존도가 높거나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하기 쉬우므로, 각 치매노인 개인의 기능적 특성에 맞는 개별적

구강간호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치매노인에 대한 존중의

태도로 다가가며, 구강간호 시 치매노인이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 연구는 영상 분석을 통한 관찰 연구로, 보다 객관적인

자료수집을 가능케 하였고, 추후 치매노인의 구강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간호 제공자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 것에 의의가 있다.

핵심되는 말: 인간중심적 간호, 치매노인, 저항행동, 구강간호



- 1 -

I.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저항행동(resistiveness to care)은 주로 간호 제공에 대한 거부 반응을

의미하며, 치매노인에게서 관찰되는 일반적인 반응이다. 이러한 반응은 특히

노인과 간호 제공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발생하기 쉬우므로(Jablonski,

Therrien, & Kolanowski, 2011; Willumsen, Karlsen, Naess, & Bjørntvedt,

2012), 저항행동은 구강간호 제공 상황에서 흔하게 발생한다.

실제로 간호 제공자들은 구강간호를 수행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치매노인의 저항행동을 언급한다(Jablonski et al., 2009; Willumsen et al.,

2012). 구강간호 제공자들은 종종 이러한 저항행동이 구강간호 제공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구강간호가 구강 감염관리는

물론이고 저작 기능 유지 및 전신 건강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지니는

것을 감안할 때(Coleman, 2002; Jablonski et al., 2011; Jeon, Han, Chung, &

Choi, 2015; Lee, Galkowski, Downey, & McConnell, 2018), 구강간호 시

치매노인의 저항행동을 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저항행동은 간호 제공자가 치매노인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Jablonski et

al., 2011; Mahoney et al., 1999; Willumsen et al., 2012). 따라서 간호

제공자가 구강간호를 제공할 때 보이는 행동 양상은 치매노인의 저항행동을

야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치매노인이 보이는 저항행동의 완화와 관련된

간호 제공자의 행동 양상을 다룬 많은 선행연구(Chenoweth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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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vardson, Winblad, & Sandman, 2008; Fossey et al., 2006; Lann-Wolcott,

2009; Lann-Wolcott, Medvene, & Williams, 2011; Sloane et al., 2012; Sloane

et al., 2013)은 치매노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인간중심적

행동(person-centered behavior)을 권고한다. 치매노인을 존중하고자 하는

인간중심적 행동의 개념은 Kitwood(1997)의 인간중심적 돌봄(person-centered

care) 개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인간중심적 행동에 대비되는 개념으로는

업무중심적 행동(task-centered behavior)이 있으며(Gilmore-Bykovskyi,

Roberts, Bowers, & Brown, 2015), 이 두 가지 행동 양상은 간호 제공자가

치매노인의 저항행동에 대한 촉진 또는 완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치매노인의 저항행동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양상과, 그에 대한 관련

개념으로서 간호 제공자의 행동을 함께 파악하는 것은 치매노인의 저항행동을

완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Gilmore-Bykovskyi et al., 2015).

그러나, 치매노인의 저항행동이나 그 완화를 위한 간호 제공자의 행동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저항행동의 개념을 초조(agitation)와 같은 다른 행동심리

증상과 혼동하거나(Drachman, Swearer, O'Donnell, Mitchell, & Maloon,

1992), 그 항목을 극히 제한적으로 확인(Gilmore-Bykovskyi et al., 2015; Lim,

2015; Ray, Taylor, Liechtenstein, & Meador, 1992; Williams, Perkhounkova,

Herman, & Bossen, 2016)하여 저항행동의 행동 양상을 포괄적으로 보기

어려웠다. 또한, 해당 치매노인을 지속적으로 돌보는 간호 제공자의 자가

보고에 의존하여 측정하는 제한점이 있었다.

그리고 저항행동을 완화하기 위한 간호 제공자의 행동에 대한 평가도 간호

제공자의 행동을 직접 측정하기보다 대부분 치매노인의 구강건강 또는 관리

상태(Connell, McConnell, & Francis, 2002; Jablonski et al, 2011; Sloan et

al., 2012; Sloane et al., 2013; Zimmerman, Cohen, Barrick, & Sloane, 2012;

Zimmerman, Sloane, & Cohen, & Barrick., 2014), 정신행동 증상(Chenow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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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9; Edvardson et al., 2008; Fossey et al. 2006)과 같은 치매노인에

관련된 변수로 간접 측정한 경우가 많았다. 일부 간호 제공자의 행동 양상을

직접적인 결과 지표로 활용한 경우는, 치매노인에 대한 간호 제공자의 언어적

표현만 다루었거나(Williams et al. 2016; Wilson, Rochon, Mihailidis, &

Leonard, 2013), 구강간호 충실도에 대한 자가 설문으로만 이루어져(Hoben,

Kent, Kobagi, & Yoon, 2016; Jablonski et al., 2018) 간호 제공자의 전반적인

행동 양상 자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치매노인들은 자신의 요구를 표현할 언어적 능력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구강간호와 같은 자극에 대하여 저항행동으로 대응하기 쉽다(Jablonski,

Munro, Grap, & Elswick, 2005). 또한, 저항행동은 근접한 행동에 의해

발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Jablonski et al., 2011; Willumsen et al., 2012),

간호 제공자들은 치매노인이 위협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방향으로

구강간호를 수행하는 전략을 마련하되,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행동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관찰되는 간호 제공자의

행동 양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하는데, 영상을 활용하여 간호 제공자의

행동을 직접 관찰하는 연구 방법은 실제 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수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가 보고에 의한 편견을 해소할 수 있으며(Curyto, Van

Haitsma, & Vriesman, 2008),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한 행동 교정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Caris-Verhallen, Kerkstra, Bensing, & Grypdonck, 2000;

Williams et al. 2017).

국외에는 치매노인의 저항행동을 이해하고 개별 노인에 특화된 구강간호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Fiske, Frenkel, & Griffiths, 2006; Hellyer, 2019;

Jablonski et al., 2011; McConnell, Lee, Galkowski, Downey, Spainhour, &

Horwitz, 2018)과 교육 중재(Sloane et al., 2012; Sloane et al., 2013)가

활발하게 연구되는 상태이다. 반면, 치매노인의 구강간호에 대한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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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로는 치매노인의 구강간호에 대한 현황 파악이나 간호 제공자들의 지식

및 태도에 대한 연구(Han et al., 2015; Jeon et al., 2015; Mo, Choi, & Kim,

2008)에 편중되어 있으며, 간호 제공자의 행동 양상과 치매노인의 저항행동

사이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치매노인의

저항행동에 대한 적절한 대처 전략의 모색을 위하여 그들의 특성과

저항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영상 자료의 분석을 통해 구강간호 제공자의 행동 양상과

치매노인의 저항행동 간 관계를 탐구하고, 저항행동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치매노인의 저항행동이 일어나는 맥락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용이한 구강간호 제공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치매노인 특성에 특화된 구강간호 중재 개발에

기초자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B.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영상의 분석을 통해 구강간호 제공자의 행동 양상과

치매노인의 저항행동 간 관계를 탐구하고, 저항행동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구강간호 제공 시 치매노인의 저항행동 양상을 파악한다.

2. 구강간호 제공자의 인간중심적 및 업무중심적 행동 양상을 파악한다.

3. 구강간호 제공자의 행동과 치매노인의 저항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치매노인의 저항행동 양상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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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용어 정의

1. 치매노인의 저항행동(resistiveness to care)

이론적 정의: 치매노인의 저항행동은 ‘간호 제공자와의 접촉과 같은

상호작용에 의해 유발되는 것으로, 치매노인이 간호 제공자의 행동에

대항하거나 맞서는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Mahoney et al., 1999).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Mahoney et al., 1999)에서

치매노인의 저항행동을 측정하도록 고안한 도구인 Resistiveness To Care

scale for Dementia of the Alzheimer’s Type (RTC-DAT)의 항목에 해당하는

행동으로 정의한다.

2. 구강간호 제공자의 행동 양상

본 연구에서 구강간호 제공자의 행동은 선행연구(Lann-Wolcott, 2009;

Lann-Wolcott et al., 2011)에 따라 인간중심적 행동(person-centered

behavior)과 업무중심적 행동(task-centered behavior)의 두 종류로 구분한다.

각 개념에 대한 이론적 및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간중심적 행동(person-centered behavior)

이론적 정의: 인간중심적 행동은 ‘개별 노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는 행동’을 의미하며, 이는 노인의 선택과 선호도를 인정하고

가능한 한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다(Gilmore-Bykovskyi et al., 2015; Grosch,

Medvene, & Wolcott, 2008; Lann-Wolcott, 2009; Lann-Wolcott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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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Lann-Wolcott, 2009; Lann-Wolcott

et al., 2011)를 기반으로 인간중심적 행동을 Person-Centered Behavior

Inventory(PCBI) 항목에 해당하는 행동으로 정의한다.

2) 업무중심적 행동(task-centered behavior)

이론적 정의: 업무중심적 행동은 ‘노인에 대한 간호 제공 행동이 일과와

업무의 완수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간호

제공자의 행동이 대상 노인의 선호도나 안위를 해칠 수

있다(Gilmore-Bykovskyi et al., 2015; Lann-Wolcott et al., 2011).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Lann-Wolcott, 2009; Lann-Wolcott

et al., 2011)를 기반으로 업무중심적 행동을 Task-Centered Behavior

Inventory (TCBI) 항목에 해당하는 행동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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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고찰

본 장에서는 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치매노인에 대한 구강간호와 그에

수반되는 저항행동, 그리고 간호 제공자의 행동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관련

문헌을 고찰하고자 한다. 문헌고찰의 순서는 먼저 치매노인의 구강간호의

현황과 중요성에 대해 파악하고, 그 다음으로는 치매노인의 저항행동, 그리고

이에 대한 간호 제공자의 행동 양상의 차례로 수행하고자 한다.

A. 장기요양시설 거주 치매노인의 구강간호

장기요양시설 거주 노인은 기능의 저하와 더불어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Chalmers, Hodg, Fuss, Spencer, &

Carter, 2002; Coleman, 2005), 자가로 구강관리를 하거나 치과를 방문하여

건강한 구강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다(Jablonski et al., 2005). 실제로, 국내의

시설거주 노인 487명의 구강건강 상태를 조사한 결과 43.9%의 구강상태가

좋지 않았고 혀의 청결 상태는 90.5%가 불량한 수준이었다. 치주 질환이나

우식증과 같은 부분에서도 타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구강상태에 비해 시설

거주 노인의 구강건강은 상당히 취약한 상태이다(Han et al., 2015).

선행연구(Daly et al., 2017)에 의하면 시설 거주 노인 중에서도 치매

노인들은 노쇠와 더불어 인지의 저하, 신체기능의 의존성 등으로 인하여

인지기능이 정상인 노인에 비해 더 많은 치석과 광범위한 치주 질환을 지닐

가능성이 더 크다. 치매 노인들은 스스로 구강관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며,

복용 약물로 인해 구강 건조와 구취를 동반한 구강상태 저하를 비교적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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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Lee, Jung, & Cho., 2019; Wu, Plassman, Crout, & Liang, 2008).

선행연구에 따르면, 시설 거주 노인 중에서도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의

66%에서 심각한 치주염이 발견되었고, 이는 인지저하가 없는 노인보다 치주

질환의 위험성이 약 3배 정도 높았다(Zenthöfer et al., 2017). 또한,

구강관리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치석의 정도가 더 심각했다(Philip, Rogers,

Kruger, & Tennant, 2012). 특히 치매노인은 구강관리에 도움이 필요함에도,

저항행동(resistiveness to care)으로 인해 구강건강의 관리가 특히 더 어렵다.

구강간호 제공자들은 구강간호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는 있지만,

치매노인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구강간호의 우선순위를 낮게 평가하는 등

구강간호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쉽다(Coleman, 2002; Jeon et al., 2015;

Mo et al., 2008; Willumsen et al., 2012). 심지어 저항행동은 종종 구강간호를

생략하게 만들고, 신체적 억제를 하게도 만든다(Willumsen et al., 2012). 이는

치매노인의 저항행동이 구강간호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게 하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시설 거주 치매노인에게 있어 불충분한 구강간호는 치주의 염증 질환을

야기하여 당뇨와 심혈관 질환을 비롯한 전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Critchlow, 2017; Lee et al., 2018; Nazir, 2017; Paganini-Hill, White,

& Atchison, 2011; Philip et al., 2012), 구강건조증이나 구내염이 발생하면

흡인성 폐렴의 위험성이 증가하여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Critchlow, 2017; Jablonski et al., 2018; Jeon et al., 2015;

Van der Maarel‐Wierink, Vanobbergen, Bronkhorst, Schols, & de Baat,

2013). 이러한 점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구강건강 관리는 저작 불편으로 인한

영양섭취 문제와 구강 통증으로 인한 우울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Coleman, 2002; Jeon et al., 2015). 이처럼 시설 거주 치매노인의

구강건강은 이들의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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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구강간호 제공자는 기본적인 구강간호 지식을 갖추는 것뿐 아니라,

실제 구강관리 실천 시에 치매 노인이 보일 수 있는 저항행동을 이해하는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Jablonski et al., 2009; Jablonski et al., 2011).

국외에는 치매노인의 인지와 기능, 특성에 걸맞은 구강간호 지침(Fiske et

al., 2006; Jablonski et al., 2011; Chalmers, 2000; McConnell et al. 2018)과

더불어, 치매노인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Hellyer, 2019; Sloane et al.,

2012; Sloane et al., 2013)이 활발하게 구축되어 있다. 반면, 국내에는

치매노인의 인지기능에 특화한 점화식 구강관리 중재가 개발되어 있으나(Son

Hong & Woo, 2016), 치매노인의 저항행동을 고려한 간호 제공자의 행동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다. 그러므로 치매노인의 특성과 저항행동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B. 구강간호에 대한 치매노인의 저항행동

구강간호에 대한 저항행동은 치매와 같은 인지의 저하와 동반되어

발생한다(Kolanowski, 1999). 치매는 뇌 기능의 변화를 수반하며(Jablonski et

al., 2011) 치매노인들이 겪는 증상은 가벼운 증상(예: 기억 상실, 혼란), 중간

증상(예: 일상생활의 어려움) 또는 심각한 증상(예: 언어 상실)일 수 있다.

특히, 치매노인의 75%에서 90%는 공격성이나 회피를 동반한 저항행동을

보인다(Volicer & Hurley, 2003). 이는 신경학적 퇴화로 인하여 위협적인

상황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과도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치매노인은 간호

제공자의 접촉이나 행동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저항하게 된다(Jablonski et

al., 2009; Jablonski et al., 2011). 통상적으로 인간은 대뇌 피질-시상-편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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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를 통해 위협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치매의 경우,

대뇌 피질의 통제 기능이 저하되면서 자극에 대한 위협적 인식이 과다하게

일어나게 되고, 이는 저항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Jablonski et al., 2011).

저항행동은 초조(agitation) 증상과는 별개의 개념이다. 초조 증상이 간호

제공자의 행동이나 치매노인 본인의 욕구와 크게 관련이 없는 반면,

저항행동은 원치 않는 상황에 대한 치매노인의 거부 반응으로 볼 수

있다(Jablonski, Kolanowski, Winstead, Jones-Townsend, & Azuero, 2016;

Mahoney et al., 1999; Volicer & Hurley, 2003).

구강간호 제공 중의 저항행동은 개념적인 맥락으로 보면 상당히 타당한

반응이다. 치매노인은 뇌 기능의 퇴화와 신경학적 변화로 인해 간호 제공자의

구강간호 행동 자체를 말 그대로 ‘자신의 얼굴에 대한 공격’이라는 위협으로

인지하게 되어, 자신을 보호하려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회피나 공격과

같은 저항행동을 보이는 것이다(Jablonski et al., 2009; Jablonski, et al., 2011;

Jablonski et al., 2016). 실제로 노르웨이 요양시설 11곳의 너싱홈 거주 노인

358명과 간호사 494명을 대상으로 구강간호 시 발생하는 저항행동을 조사한

결과, 97%의 간호사가 대상자에게 구강간호를 제공할 때에 저항행동을

경험하였고, 이와 같은 저항 행동을 구강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의 가장 큰

장애물로 인지하고 있었다(Willumsen et al., 2012). 또한, 너싱홈 거주 노인의

40% 이상이 구강간호에 비수용적이었으며, 특히 구강간호에 더 격한 저항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Willumsen et al., 2012).

이와 같은 저항행동은 치매노인의 인지기능과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적

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나, 우울증과 같은 기저 요인이 존재할 때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Algase et al., 1996; Kovach, Noonan, Schlidt, &

Wells, 2005; Volicer & Hurley, 2003). 선행연구에 의하면, 인지기능이

저하될수록 기능적으로 의존적일수록, 저항행동을 많이 보인다(Galik, Resn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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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gne, Holmes, & Nalls, 2017). 이런 연유로, 많은 간호 제공자들은

치매노인에게 구강간호를 제공할 시에 치매노인의 거부로 충분한 구강건강

관리가 어렵고, 치매노인과 잘 소통하지 못하여 고충을 경험한다(Kim, Lee, &

Yun, 2014; Lee et al., 2019; Son Hong & Woo, 2016). 앞서 기술한 대로,

요양시설에서의 구강간호는 중요하며 개선될 필요가 있으나, 치매노인의

저항행동이 주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구강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치매노인의 저항행동에 대한 보다 높은 이해가

필요함을 의미한다(Willumsen et al., 2012). 그러나 치매노인의 저항행동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저항행동이 초조와 같은 행동심리 증상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Jablonski et al., 2016; Mahoney et al., 1999; Volicer & Hurley,

2003), 해당 개념들을 혼용하여 사용하거나(Drachman et al., 1992),

치매노인이 보이는 행동심리 증상의 일부분으로 포함하여 저항행동 자체의

특성을 부각하지 못하였다(Gilmore-Bykovskyi et al., 2015; Lim, 2015; Ray

et al., 1992). 또한, 저항행동의 여부만 개괄적으로 확인하거나(Williams et al.,

2016), 해당 치매노인을 지속적으로 돌보는 간호 제공자의 자가 보고에

의존하여 측정하는 제한점이 있었다(Drachman, et al., 1992; Volicer, Bass, &

Luther, 2007). 그러므로 저항행동의 포괄적인 양상과 간호 제공자와의

상호작용을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치매노인들은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방식으로 자신의 요구를 표현할 능력이

저하되므로 구강간호와 같은 자극에 적응하기 어렵고 이는 저항행동으로

이어진다(Jablonski, et al., 2005). 그러므로 간호 제공자들은 구강간호를

제공하는 행동이 치매노인을 자극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치매노인이

위협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방향으로 본인들의 행동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치매노인과 저항행동에 대한 관련요인으로서 간호 제공자의 행동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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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저항행동에 대한 간호 제공자의 행동 양상

저항행동을 완화하기 위한 간호 제공자의 행동 전략은 임상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행동들이 단지 치매의 생리학적 증상으로 해석된다면,

간호 제공자는 이러한 행동들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신경세포 치료제나

항우울제를 제공하는 등의 약리학적 치료에 집중하게 된다(Eriksson et al.,

2000). 그러나 인간을 존중하고 돌봄의 중심에 두는 ‘인간중심적

돌봄(person-centered care)’에서는 치매노인의 저항행동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간호 제공자와의 상호작용과 같이 교정 가능한 부분에 초점을

둠으로써, 치매노인에게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저항행동을 완화할 수

있다(Kolanowski, 1999; Lann-Wolcott et al., 2011). 구강간호 제공자의 행동

양상은 시설 거주 치매노인의 구강간호에 대한 저항행동과 관련 있는 환경적

요인 중의 한 단면으로서, 중재 조작을 통한 변화가 가능하다.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 구강간호 상황을 포함한 전반적인 간호 제공자의 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 영역에서 간호를 받는 대상자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인간중심적 돌봄’(Kitwood, 1997)의 개념은

다양한 선행연구들(Cheonoweth et al., 2009; Edvardson et al., 2008; Fossey

et al., 2006; Sloane et al., 2012; Sloane et al., 2013)이 인간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간호 활동을 탐구하는 데에 견고한 기반이 되어 왔다. 노인에 대한

인간중심적 돌봄은 인지 장애와 관계없이 노인은 관계를 맺을 만한 사회적

존재로서 대우받아야 하며 ‘존중을 기반으로 한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진술에서 ‘존중을 기반으로 한 행동’은 인간중심적 행동(person-centered

behavior)이라는 용어의 형태로서 여러 선행연구(Gilmore-Bykovskyi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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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Lann-Wolcott, 2009; Lann-Wolcott et al., 2011)에 언급되어 왔다.

인간중심적 행동에 대한 선행연구(Lann-Wolcott, 2009; Lann-Wolcott et

al., 2011; Sloane et al., 2012)에 따르면, 치매노인을 인간중심적 행동으로

대하는 간호 제공자는 치매노인 대상자의 욕구를 더 잘 충족시킬 가능성이

크며, 이는 간호 제공에 대한 치매노인의 저항행동 완화와 관련이 있다.

인간중심적 행동에 대비되는 개념은 업무중심적 행동(task-centered

behavior)이다(Gilmore-Bykovskyi et al., 2015; Lann-Wolcott, 2009;

Lann-Wolcott et al., 2011). 이러한 행동 양상을 가진 간호 제공자는

치매노인의 특성이나 선호도보다 본인의 업무 수행에 더 우선순위를 두게

되어, 결과적으로 치매노인의 욕구나 입장이 무시되어 치매노인이 저항행동을

초래하기 쉽다. 이처럼 치매노인의 저항행동에 직 ·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간호 제공자의 실질적인 행동을 파악한다면, 치매노인에게 구강간호와

같은 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제공하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에 이루어진 치매노인의 구강간호에 대한 저항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인간중심적 중재 연구는 대부분 간호 제공자의 인간중심적

행동이나 업무중심적 행동을 직접 측정하기보다 대부분 치매노인의

불편감이나 공격성(Edvardson et al., 2008), 초조(Fossey et al. 2006), 환각을

포함한 정신증상 및 낙상, 삶의 질(Chenoweth et al), 구강청결도(Connell et

al., 2002; Jablonski et al, 2011), 그리고 잇몸 질환 여부와 식사량 등(Sloane

et al., 2012; Sloane et al., 2013; Zimmerman et al., 2012; Zimmerman et al.,

2014)과 같은 치매노인에 관련된 변수로 간접 측정한 경우가 많았다.

설령 치매노인에 대한 간호 제공자의 행동 양상을 직접적인 지표로 활용한

경우일지라도, 치매노인에 대한 간호 제공자의 언어적 표현만 집중적으로

다루었다(Williams et al. 2016; Wilson et al., 2013). 그러나 저항행동은

직접적으로 근접한 행동에 의해 발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Jablonski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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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Willumsen et al., 2012), 비언어적 행동도 포함한 포괄적인 행동 양상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치매노인의 저항행동에 대한

적절한 대처 전략을 개발한 선행연구들도 설문 항목을 활용한 구강간호

충실도 파악과 행동 수행의 자가 보고로만 이루어져(Hoben et al., 2016;

Jablonski et al., 2018) 간호 제공자의 행동 양상 자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영상을 활용하여 간호 제공자의 행동 양상을 직접 관찰하는 연구 방법은

실제 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수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가 보고에 의한

편견을 해소할 수 있다(Curyto et al., 2008). 그와 동시에 치매노인의

저항행동과의 실질적인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되므로

(Caris-Verhallen et al., 2000; Gilmore-Bykovskyi et al., 2015; Williams et

al. 2016),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의 제한점을 다소 해소할 수 있다. 간호

제공자들의 행동 양상을 파악하는 것은 치매노인의 저항행동에 대한 간호

제공자들의 인간중심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그와 동시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이 치매노인의 자극을 일으키는지 이해하게 되어, 보다 안정적인

상호작용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선행연구(Algase et al., 1996; Kolanowski, 1999)에서

치매노인의 행동 증상에 대한 영향요인들의 관계를 다룬 욕구반영이론(The

Need-Driven Dementia-Compromised Behavior Model)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 모델은 왜 인간중심적 행동이 치매노인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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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개념적 기틀

본 연구의 이론적 기반으로 활용된 욕구반영이론(The Need-Driven

Dementia-Compromised Behavior Model)은 기본적으로 치매노인의

저항행동은 충족되지 않은 욕구에 대한 대응으로 보며, 일으키는 요인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다(Algase et al., 1996; Kolanowski, 1999).

이 이론에 따르면, 치매노인의 개별적인 특성은 경직되거나 상대적으로

지속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환경적 요인은 변화가 가능하다(Algase et al.,

1996; Kolanowski, 1999; Kovach et al., 2005). 따라서 간호 제공자는

치매노인의 저항행동과 관련된 환경적 요인을 조작함으로써 치매노인의

욕구를 더 잘 충족시킬 수 있으며, 이는 구강간호에 대한 치매노인의

저항행동을 완화하는 것과 연결된다.

Figure 1. The Need-Driven Dementia-Compromised Behavio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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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행동은 구강간호 제공 상황과 같이 간호 제공자가 치매노인과 가깝게

접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Algase et al., 1996; Mahoney et al., 1999). 그러므로 환경적 요인 중에서도

사회적 환경으로 작용하는 간호 제공자의 행동 양상은 치매노인의 저항행동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욕구반영이론

(Algase et al., 1996)의 기저 요인(background factors) 중에서 치매노인의

인지기능(cognitive)과 신체기능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건강상태(general

health), 우울을 포함하는 사회 심리적 요소(psychosocial)를 선정하고, 근접

요인(proximal factors) 중 사회적 환경(social environment)에 해당하는

구강간호 제공자의 행동 양상을 조작 가능한 환경적 요인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로 인한 치매 관련 행동 요인(behavior symptoms)으로는 치매노인의

저항행동을 선정하여(Figure 1의 Bold 표시) 각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며, 이를 기반으로 구축한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다음과 같다(Figure 2).

Figure 2.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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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방법

A.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의 교원이 연구책임자로 수행한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노인장기요양시설 치매노인의 감정표현 분석을 통한

인간중심 케어 프로토콜 개발,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 과제번호

NRF-2017R1D1A1B03028534)의 자료를 이차 분석하였다.

자료원의 연구는 시설 거주 치매노인 30명의 감정표현을 반복 관측한

종단적 추적관찰 연구이다. 그리고 장기요양시설 치매노인의 감정표현을 관찰

조사하여 치매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요양서비스 제공 시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동시에 발생하는 치매노인 감정표현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장애요인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연구 대상자에서 관찰되는 감정표현의 반복측정은 2018년 4월 20일부터

2019년 7월 10일까지 치매노인의 3가지 특정 사건(식사, 위생 관리, 여가

서비스)에서 나타나는 감정표현을 기준점, 3개월 차, 6개월 차에 촬영하였으며,

영상은 자료수집에 대해 사전 훈련을 받은 연구원 3명이 GoPro HERO5를

이용하여 1회 촬영에 20분 전후 길이로 촬영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기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는 장기요양시설 거주 치매노인의 일반적 특성,

인지기능, 신체기능상태, 우울증, 동반 질환, 복용 약물에 대한 정보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상자에 대한 자료수집 및 상태 사정은 연구원 3인 중

치매노인 사정의 훈련을 받은 1명의 연구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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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자료원의 영상 중에서 구강간호에 대한 영상을

선별하여 장기요양시설 구강간호 제공자의 행동 양상과 치매노인이 보이는

저항행동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저항행동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B. 연구 대상

자료원(parent study)의 연구 대상은 노인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치매노인 30명이며, 연구 대상자의 감정표현을 촬영한 258개의 영상이 분석

대상이다. 자료원의 촬영 대상자 선정 기준은 1) 65세 이상의 노인, 2)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DSM-5) 분류체계에서 치매인 자, 3)

한국형 간이정신상태 검사(K-MMSE) 총점이 24점보다 낮은 자이다.

자료원의 치매노인 대상자 수 산정은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ANOVA repeated measured, within-between interaction, EF=0.25,

α=0.05, power=0.80) 산출된 24명에 탈락율 20%를 고려하여 총 30명으로

설정되었으며, 이렇게 산출된 최소 필요 대상자 수는 본 연구 진행 시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되었다. 구강간호 제공자는 연구에 참여자로 결정된

치매노인에게 구강간호를 제공하고, 연구 참여 및 촬영에 동의한 자이다.

본 연구는 치매노인 30명의 감정표현을 촬영한 258개의 자료원 영상 중에서

치매노인과 구강간호 제공자의 상호작용을 관찰할 수 있는 영상을

선별하였다. 치매노인이 구강관리의 모든 과정을 스스로 수행 가능하여 간호

제공자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경우 또는 구강간호 서비스 이외의 다른

영상은 제외하였다. 치매노인의 행동이나 감정을 촬영한 영상을 분석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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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선행연구(Gilmore-Bykovskyi et al., 2015; Lee at al., 2018; Magai,

Cohen, Culver, Gomberg, & Malatesta, 1997)들을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치매노인 23명의 구강간호를 다룬 70개의 영상이 본 연구에 포함되었다.

자료원에서는 구강간호 서비스 전 · 후에 나타나는 대상자의 감정 표현을

확인하기 위해 서비스 전에 대상자가 식사를 마치고 구강간호를 위해

대기하는 모습부터 구강간호가 끝난 이후의 모습을 10분에서 20분 정도로

다루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구강간호 서비스 동안에 관찰되는 간호 제공자와

치매노인 대상자의 상호작용만을 보고자 영상을 편집하여 사용하였다.

각 영상은 구강간호 제공자가 대상자에게 접근하여 구강간호를 시행하고,

대상자의 주변을 정돈한 후에 자리를 떠나 더 이상 대상자와 상호작용이 없는

지점까지만 편집되었으며, 구강간호 서비스 전 · 후의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였다. 편집된 영상에서 관찰되는 간호 제공자의 행동 양상과 이에 따른

치매노인의 저항행동이 분석 단위로 활용되었다.

C. 연구 도구

1. 치매노인의 저항행동

종속변수로서 구강간호 제공에 대한 치매노인의 저항행동(resistiveness to

care)은 선행연구(Mahoney et al., 1999)의 Resistiveness To Care scale for

Dementia of the Alzheimer’s Type(RTC-DAT)을 활용하여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행동의 항목에는 외면하기(turn away), 벗어나려 하기(pull away),

밀어내기(push away), 밀거나 당기기(push or pull), 물건 붙잡기(grab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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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붙잡기(grab person), 내전(adduct), 때리거나 차기(hit or kick), 거부의

표현하기(say no), 울기(cry), 위협하기(threaten), 소리 지르거나

소리치기(scream or yell), 그리고 입 악물기(clench mouth)가 해당된다. 코딩

체계의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은 부록 1로 첨부하였다.

2. 간호 제공자의 인간중심적 행동과 업무중심적 행동

독립변수로서 구강간호 제공자의 인간중심적 행동(person-centered

behavior)과 업무중심적 행동(task-centered behavior)의 코딩 체계(coding

scheme) 항목들은 선행연구(Lann-Wolcott, 2009; Lann-Wolcott et al.,

2011)를 기반으로 Person-Centered Behavior Inventory(PCBI)와

Task-Centered Behavior Inventory(TCBI)를 활용하여 확인하였다.

인간중심적 행동 양상(PCBI)은 10가지의 언어적 범주(verbal category)

코드(code)와 8가지의 비언어적 범주(nonverbal category) 코드로 구성된다.

언어적 범주 코드에는 인정하기(showing approval), 맞장구치기(back channel

response), 공감하기(empathy), 허락을 구하기(asks permission), 지남력

제공하기(orientation), 선택권 제공하기(giving choices), 편안한지 상태

확인하기(assessing comfort), 의학적 상태 확인하기(assessing medical

condition), 관심 보이기(showing interest), 그리고 협력적으로

타협하기(cooperatively negotiating)가 해당된다. 비언어적 범주 코드에는 눈

맞추기(resident-directed eye gaze), 긍정의 끄덕임(affirmative nodding),

적절한 친근감의 접촉(appropriate use of affectionate touch), 편안한지 상태

확인하기(assessing comfort non-verbally),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voice

quality), 대상자의 속도에 맞추어 주기(adjusting to resident’s pace),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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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proximity), 그리고 긍정적인 몸짓 또는 표정(positive gestures or facial

expression) 10가지가 해당된다.

업무중심적 행동 양상(TCBI)은 2가지의 언어적 범주 코드와 2가지의

비언어적 범주 코드로 구성된다. 언어적 범주 코드에는 권위적인 말투(verbal

controlling), 그리고 끼어들거나 대화주제 바꾸기(interrupting or changing

topic)가 해당된다. 비언어적 범주 코드에는 무시하기(ignoring), 그리고

신체적으로 제어하기(physically controlling)가 해당된다.

이 항목들 이외에 구강간호 제공자가 구강간호 도중에라도 치매노인의

구강간호 이외의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거나, 잠시

자리에 없는 경우, 구강간호 종료 후에 간호 제공자가 대상자의 시각에서

벗어나는 경우와 같이 치매노인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호작용 없음(lack of interaction) 코드로 구분하였다.

코딩 체계의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은 부록 2로 첨부하였다.

3. 치매 노인의 일반적 특성

대상 치매노인의 일반적 특성 파악을 위해 자료원의 조사 과정 시 확보한

대상자의 나이, 성별, 인지기능, 기능상태, 그리고 우울증에 대한 자료를

공변수로서 활용하였다.

인지기능은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Korean version of Mini Mental

Status Exam, K-MMSE)와 한국판 임상 치매 등급(Clinical Dementia Rating,

Korean version, CDR-K)을 사용하여 평가되었다. K-MMSE는 30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낮으면 인지기능이 저하됨을 나타내며 대상자의 인지기능이

너무 저하되어 있거나, 심한 거부로 인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여 검사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선행연구(Kang, Na, & Hahn, 1997)를 기반으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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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대상자에 (–1)을 대입한 총점을 계산하였다. CDR-K는 총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은 30점으로 점수가 높아질수록 인지기능이

더 저하된 상태임을 의미한다(Choi et al., 2001).

신체기능은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한국일상생활 활동(Korean version of

Activities of Daily Living, K-ADL)을 활용하여 파악하였으며, 점수가

높아질수록 신체기능이 더 저하되어 일상생활에서의 의존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Won, Rho, Kim, Cho, & Lee, 2002).

우울증은 한국판 코넬 치매 우울증 척도(Korean version of the Cornell

Scale for Depression in Dementia, K-CSDD)를 사용해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으면 더 우울해지며, 5점 기준으로 우울증 여부를 판단한다(Lee, Lee, &

Hong, 2015).

D. 윤리적 고려

자료원의 연구 진행 시 노인장기요양시설 네 개 장소의 기관장에게 연구의

목적을 밝히고 연구 동의를 얻었으며, 연구 대상 선정 기준에 적합한 대상을

선별하여 치매노인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서면동의를 받았다. 서면동의

진행 시에 연구 대상자, 가족이나 법정 대리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중단 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정보는 연구를 위해 사용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상에 따라

관리됨을 안내하였고, 영상 촬영 전마다 치매노인과 간호 제공자에게

구두승인(verbal assent)을 받은 후에 시행하였다. 또한, 연구의 진행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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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암호가 설정된 외장하드에 넣어 잠금장치가

있는 수납장에 보관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서는 자료원 과제의 연구책임자로부터 조사 자료의

사용을 위한 허가를 받았으며, 이차자료 분석을 위한 연세의료원

연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아(Y-2019-0116)

시행하였다(부록 3). 각 도구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는 각 도구의 원저자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부록 4).

E. 자료 코딩과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에 앞서, Noldus Observer XT Version 12.5

프로그램을 활용한 코딩을 통해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을 거쳤다. 자료 분석

과정은 IBM SPSS version 25.0 프로그램과 STATA version 16.0

프로그램(α=0.05, two-tailed)을 이용하였다. 주요 변수의 코딩과 자료의 추출,

통계학적 분석의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변수의 코딩

구강간호 영상에 포함된 간호 제공자의 행동 양상과 치매 노인의

저항행동은 행동관찰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인 Noldus Observer XT

Version 12.5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코딩하여 분석의 기본 단위로 사용한다.

주요 변수의 구체적인 코딩 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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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상의 추출

유의 표집(purposive sampling)으로 구강간호 제공 시 간호 제공자의 행동

양상과 치매노인의 저항행동 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을 선정하였다.

2) 코딩 체계의 확립

선행연구(Lann-Wolcott, 2009; Lann-Wolcott et al., 2011; Mahoney et al.,

1999)를 기반으로 구강간호 제공자의 행동 양상과 치매노인의 저항행동에

대한 코딩 체계를 확립하였다.

구강간호 제공자의 행동 양상은 인간중심적 행동 양상의 언어적 범주와

비언어적 범주, 업무중심적 행동 양상의 언어적 범주와 비언어적 범주의

4가지 하위 범주로 나뉘며 각 범주에 해당하는 행동이 관찰될 때마다

코딩하였다. 행동 양상의 범주 중에서 언어적 범주는 절대적인 시작과 끝

시간을 일관적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특성 상, 영상을 10초 단위로

확인하여(instantaneous sampling) 단위 시간 내에 구강간호 제공자가 보이는

언어적 항목들의 빈도를 코딩하였다. 비언어적 범주는 행동의 시작과 끝을

확인하여 그 지속기간을 입력(duration sampling)하였다.

Noldus Observer XT 프로그램에서 각 범주 내의 행동 코드들은

상호배타적임을 전제하고 있으므로(Grieco, Loijens, Krips, Zimmerman, &

Spink, 2015), 두 가지 이상의 행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는 더 우세한

행동으로 입력하였다. 그리고 구강간호 제공자와 치매노인 간의 직접적인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상호작용이 존재하지 않는 구간은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없을지라도 코드 입력을 생략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 ‘말을 하지 않음(no

speaking)’ 코드와 ‘상호작용 없음(lack of interaction)’ 코드로 구분하였다.

치매노인의 저항행동은 구강간호 제공자의 비언어적 범주의 코딩 방법과

동일하게 행동의 시작과 끝을 확인하여 그 지속기간을 입력(d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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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ing)하였으며, 두 가지 이상의 행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는 더

우세한 행동으로 입력하였다.

3) 코딩 체계의 신뢰도 구축

Noldus Observer XT 프로그램을 활용한 관찰 연구의 신뢰도 분석은 영상

자료의 본격적인 코딩 이전에 측정의 정확성과 일관성 정도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두 사람 이상이 독립적으로 참조 데이터 파일(gold

standard)을 코딩한 후,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신뢰도 분석의 결과는 두 코딩 데이터 세트의 일치도(agreements),

불일치도(disagreements), 그리고 신뢰도 지수로서 Cohen’s Kappa(κ)가 함께

제시되며, 이러한 정보들은 두 관찰자가 코딩한 데이터들의 유사한 정도를

나타낸다(Grieco et al., 2015). Noldus Observer XT 프로그램 내에서의

Cohen’s Kappa 값은 신뢰도 평가의 실질적인 활용을 위해 ‘0’부터 ‘1’까지의

범위를 지닌다(Grieco et al., 2015). ‘0’은 우연 외의 일치가 없음을 의미하고,

‘1’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Kappa의 값이 최소 0.75를 넘어야 두

관찰자 간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 진행을 위해서 해당 분야 전문가 1명에게 의뢰하여 구축된 코딩

체계의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두 사람이 코딩한 데이터 세트를 비교하여 간호

제공자의 행동 양상과 치매노인의 저항행동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고, Kappa 값이 0.75 이상으로 확인되어 코딩 체계의 신뢰도를

구축할 수 있었다.

4) 영상 자료의 코딩과 추출

앞 단계에서 확립한 코딩 체계를 Noldus Observer XT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추출한 영상 자료를 순차적으로 코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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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과정으로 코딩한 자료는 Noldus Observer XT 프로그램의 자료

내보내기(export) 기능을 활용하여 Microsoft Excel 워크시트로 데이터 시트를

구축한 후, 각 행동의 빈도(회)와 소요 시간(초)을 추출하는 작업을 거쳤다.

추출한 자료는 각 행동의 분 당 빈도(rate, 단위 frequency per minutes),

절대적 지속 시간(absolute duration, 단위 seconds), 상대적 지속시간(relative

duration, 단위 %)으로 수치화하여 통계학적 분석의 주요 변수로 사용하였다.

분 당 빈도는 한 영상에서 특정 행동이 발생한 빈도수를 해당 영상의 총 분

수로 나누어 1분 동안 행동이 발생하는 비율을 계산하였다. 특정 행동의

절대적 지속시간은 특정 행동이 하나의 영상에서 지속된 초 수의 총합이며,

상대적 지속시간은 구강간호에 걸리는 총 시간에 대하여 특정 행동의 절대적

지속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2. 통계학적 분석

코딩한 자료는 IBM SPSS version 25.0 프로그램과 STATA version 1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1. 구강간호 제공 시 치매노인의 저항행동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시행하여 코딩 자료의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확인하였다.

2. 구강간호 제공자의 행동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시행하여

코딩 자료의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확인하였다.

3. 간호 제공자의 행동 양상과 치매노인의 저항행동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과 선형혼합모형(linear

mixed models) 방법으로 단변량 및 다변량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선형 종속변수가 대략적인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정규성 검정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저항행동 분 당 빈도의 왜도



- 27 -

값은 1.548, 상대적 지속시간 왜도 값은 0.901로 나타났으나,

Kolmogorov-Smirnov 정규성 검정 결과, 저항행동의 분 당 빈도의

경우(p-value < .001)와, 상대적 지속시간의 경우(p-value = .001) 모두 그

분포가 매우 비대칭적인 양상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종속변수를

변환하여 정규성에 가깝도록 로그 변환을 이용하였으며, 실제로 로그 변환은

왜도가 심한 변수를 대략적인 정규분포 형태로 변환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Benoit, 2011). 위와 같은 분석으로 도출된 coefficient  값의

방향성과 p-value 값을 통해 각 변수의 통계학적 유의성을

판단하였다(Hoffman, 2015). 선형혼합모형 분석 시에는 반복 측정한 자료의

구조 특성을 반영하여 고정효과(fixed effect) 변수로서 시간(time) 변수를,

그리고 대상자 간의 분산을 반영하기 위한 임의효과(random effect) 변수로

사람(person ID) 변수를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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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 결과

A. 치매노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치매노인은 총 23명으로 그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대상자들의 연구 참여 당시 평균 연령은 85.04 ± 7.11세였으며, 그

범위는 최소 71세, 최대 99세로 확인되었다. 성별은 여성이 95.7%(22명)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인지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K-MMSE는 검사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60.9%(14명)였으며, 검사를 시행한 9명의 평균 점수는 3.67 ± 2.24점이었다.

선행연구(Kang et al., 1997)에서 제안한 방법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1)로 보정하였을 때는 총 점수의 평균이 0.83 ± 2.69점이었다.

CDR-K의 경우, 23명의 평균 점수는 17.00 ± 1.17점이며 범위는 최소 14점,

최대 18점으로 확인되었고, CDR-K 총점이 16점 이상으로 인지 및 기능

저하의 상태가 심각한 대상자는 95.7%(22명)이었다. 신체기능을 확인하는

K-ADL은 그 평균이 19.04 ± 1.36점이며 최소 14점, 최대 21점의 범위로

나타났다. K-ADL 총점이 18점 이상인 대상자가 95.7%(22명)로, 대부분

신체기능 상태가 저조한 상태였다. 우울증을 확인하기 위한 K-CSDD는

평균이 3.39 ± 3.63점이며 최소 0점, 최대 16점의 범위로 나타났다. K-CSDD

총점이 5점 이상인, 즉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대상자는

21.7%(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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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n(%) Mean ± SD Range

Age (years) 85.04 ± 7.11 71-99

Sex Male 1(4.3)

Female 22(95.7)
K-MMSE
total score†

0.83 ± 2.69

Untestable (adjusted by–1) 14(60.9)

Mild (20≤total score<24) 0

Moderate (10≤total score<20) 0

Severe (total score<10) 9(39.1)

CDR-K
total score

17.00 ± 1.17 14-18

Questionable (0.5≤total score<4) 0

Mild (4.5≤total score<9) 0

Moderate (9.5≤total score<15.5) 1(4.3)

Severe (16≤total score<18) 22(96.7)

K-ADL
total score

19.04 ± 1.36 14-21

Total score<18 1(4.3)

Total score≥18 22(95.7)

K-CSDD
total score

3.39 ± 3.63 0-16

Total score<5 18(78.3)

Total score≥5 5(21.7)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Residents

(N=23)

Note. K-MMSE = Korean version of Mini Mental Status Exam; CDR-K = Clinical

Dementia Rating, Korean version; K-ADL = Korean version of Activities of Daily Living;

K-CSDD = Korean version of the Cornell Scale for Depression in Dementia

†K-MMSE 총점은 Untestable 14명을 –1로 보정한 평균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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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구강간호 서비스의 특성

본 연구에 활용된 구강간호 서비스는 총 70건이며 그 특성은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본 연구에서 구강간호 서비스는 구강간호 제공자가

대상자에게 접근하는 것부터 구강간호를 시행하고, 대상자의 주변을 정돈한

후 자리를 떠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구강간호 제공에 걸리는

평균 시간은 2.54 ± 2.17분이며, 초 단위로는 152.40 ± 130.40초였다. 구강간호

제공 시간은 최소 40.38초에서 최대 760.00초까지 분포하였다.

70건의 구강간호 서비스 중에서 치매노인이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칫솔질은 스스로 하지만 물로 헹구고 닦는 것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나,

간호 제공자가 곁에서 지속적으로 지시하는 경우)는 17.1%(12건)이며, 간호

제공자가 구강간호 준비부터 칫솔질, 헹구기, 닦기까지 전 과정에 개입해야

하는 경우는 82.9%(58건)로 대상자 대부분이 구강간호에 도움이 필요했다.

구강간호 제공자는 요양보호사인 경우가 92.9%(65건)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외에 시설 직원(물리치료사 또는 사회복지사)의 경우가

4.3%(3건)이고 치매노인의 가족이 2.9%(2건)로 나타났다.

Variable Categories n(%) Mean±SD Range
Duration of
oral care

Minutes 2.54 ± 2.17
40.38-760.00

Seconds 152.40 ± 130.40
Dependence of
resident

Partially dependent 12(17.1)
Absolutely dependent 58(82.9)

Person giving
oral care

Care worker 65(92.9)

Other facility staff 3(4.3)

Family 2(2.9)

Table 2. Characteristics of Oral Care Service Episodes

(N=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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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치매노인의 저항행동 양상

1. 구강간호 제공 시 저항행동 양상

총 23명의 치매노인 중 91.3%를 차지하는 21명이 최소 한 건의 구강간호

서비스 중에 저항행동(RTC)을 보였으며, 나머지 2명은 저항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70건의 구강간호 서비스 중에서는 82.9%에 해당하는 58건의

구강간호에서 치매노인의 저항행동이 나타났으며, 나머지 12건(17.1%)의

구강간호에서는 저항행동이 나타나지 않았다(Figure 3).

Figure 3. Presence of Resistiveness to Care (R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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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avioral domain
Rates

(frequency/min)

Absolute duration

(sec)

Relative duration

(%)
Turn away 0.00 0.00 0.00

Pull away 1.50 ± 2.02 4.97 ± 6.96 4.89 ± 8.09

Push away 0.28 ± 0.82 0.85 ± 2.74 0.81 ± 2.82

Push or pull 0.11 ± 0.39 0.49 ± 1.81 0.36 ± 1.63

Grab object 0.22 ± 0.75 1.86 ± 7.06 1.09 ± 3.57

Grab person 0.12 ± 0.50 0.18 ± 0.73 0.25 ± 1.15

Adduct 0.06 ± 0.49 0.20 ± 1.64 0.07 ± 0.56

Hit or kick 0.02 ± 0.94 0.11 ± 0.52 0.04 ± 0.23

Say no 0.64 ± 1.31 3.82 ± 18.07 2.27 ± 6.82

Cry 0.06 ± 0.34 0.32 ± 1.86 0.19 ± 0.97

Threaten 0.03 ± 0.21 0.06 ± 0.52 0.09 ± 0.78

Scream or yell 0.10 ± 0.65 0.31 ± 1.60 0.29 ± 1.96

Clench mouth 1.34 ± 1.67 13.57 ± 26.04 9.73 ± 13.43

Total behaviors 4.42 ± 4.42 26.74 ± 37.73 20.10 ± 18.82

Table 3. Resistiveness to Care during Oral Care

(N=70)

구강간호 제공 시 치매노인 대상자가 나타낸 각 저항행동 항목들의 양상은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저항행동 코드 13가지

중에서 ‘외면하기(turn away)’를 제외한 12가지가 관찰되었다. 저항행동

12가지 항목의 분 당 빈도(rates)는 평균 4.42 ± 4.42회이며, 최소 0회, 최대

20.80회의 범위로 분포하였다. 저항행동의 절대적 지속시간(absolute

duration)은 평균 26.74 ± 37.73초이며, 최소 0초, 최대 213.12초의 범위로

나타났다. 구강간호에 걸리는 총 시간(초)에 대하여 저항행동의

지속시간(초)이 차지하는 비율(relative duration)은 평균 20.10 ± 18.82%로

나타났으며, 그 범위는 최소 0%, 최대 72.56%로 확인되었다.

관찰된 저항행동 12가지 중, 가장 높은 분 당 빈도로 나타난 것은 ‘벗어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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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pull away)’였으며, 분 당 평균 1.50 ± 2.02회, 최대 9.01회로 나타났다.

저항행동 중에서 ‘입 악물기(clench mouth)’ 항목의 절대적 지속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13.57 ± 26.04초, 최대 171.83초로 확인되었다.

전체 구강간호 과정 중에서는 ‘입 악물기’ 행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구강간호 서비스 동안의 평균 9.73 ± 13.43% 정도를 차지하였고

최대 비율은 57.24%로 확인되었다.

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저항행동 여부

치매노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70건의 구강간호 서비스에서 관찰된

저항행동 여부는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치매노인 대상자의 구강간호 의존도(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또는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따른 저항행동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였다(χ² = 13.977, p < .001). 구강간호 서비스 70건을 기준으로

할 때, 구강간호 수행에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12명의 대상자 중에서

5명(41.7%)의 대상자가 저항행동을 보였으며,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58명의

대상자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53명(91.4%)이 저항행동을 보였다.

대상자의 기능 및 건강상태 변수 중에서는, 우울증 여부에 따라 저항행동의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χ² = 4.649, p = .031).

선행연구(Lee et al., 2015)을 기반으로 K-CSDD 점수 5점을 기준으로 우울증

여부를 판단하였다. 그 결과, K-CSDD 점수가 5점 미만으로 우울증이 없는

50명의 대상자에서 45명(90.0%)이 저항행동을 보였으며, K-CSDD 점수가 5점

이상으로 우울증이 있는 20명 중에서 13명(65.0%)이 저항행동을 보였다.

그 외 나이, 성별, CDR-K 점수, K-ADL 점수에 따른 저항행동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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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ies

Resistiveness to care

Yes(n=58) No(n=12)
χ² / t p

n(%) / mean ± SD n(%) / mean ± SD

Age(years) 84.97 ± 7.09 85.67 ± 7.33 0.310 .757

Sex
Male 4(100.0) 0(0.0)

0.064 .800
Female 54(81.8) 12(18.2)

Dependence
in oral care

Partially

dependent
5(41.7) 7(58.3)

13.977 <.001
Absolutely

dependent
53(91.4) 5(8.6)

CDR-K
Moderate 2(100.0) 0(0.0)

0.426 .514
Severe 56(80.0) 12(20.0)

K-ADL
<18 3(100.0) 0(0.0)

0.001 .982
≥18 55(82.1) 12(17.9)

K-CSDD
<5 45(90.0) 5(10.0)

4.649 .031
≥5 13(65.0) 7(35.0)

Table 4. Resistiveness to Care according to Individual Characteristics in

Oral Care Services

(N=70)

Note. CDR-K = Clinical Dementia Rating, Korean version; K-ADL = Korean version of

Activities of Daily Living; K-CSDD = Korean version of the Cornell Scale for Depression in

Demen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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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구강간호 제공자의 행동 양상

총 70건의 구강간호 서비스 중에 관찰된 간호 제공자의 인간중심적 행동과

업무중심적 행동의 여부는 Figure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인간중심적 행동 양상(PCBI)이 단 한 번이라도 관찰된 서비스는 67건으로

전체 관찰한 서비스의 95.7%의 비율을 차지하며, 인간중심적 행동 양상이 한

번도 관찰되지 않은 서비스는 3건(4.3%)으로 나타났다. 한편, 업무중심적 행동

양상(TCBI)은 한 번이라도 관찰된 서비스가 65건(92.9%)이었으며 업무중심적

행동 양상이 한 번도 관찰되지 않은 서비스는 5건(7.1%)이었다.

Figure 4. Presence of Person-centered Behavior Inventory (PCBI) and

Task-centered Behavior Inventory (TC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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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강간호 제공자의 인간중심적 행동 양상

구강간호 제공자가 구강간호 과정 중에 보인 인간중심적 행동의 각 범주 별

유무와 그 양상은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간중심적 행동 양상의 18가지 행동 코드(언어적 범주

10가지와 비언어적 범주 8가지) 중에서 비언어적 항목인 ‘긍정의 끄덕임

(affirmative nodding)’을 제외한 17가지가 관찰되었다. 인간중심적 행동 양상

17가지 항목의 분 당 빈도는 평균 5.41 ± 3.55회로 나타났고, 최소 0회, 최대

17.17회의 그 범위로 분포하였다. 인간중심적 행동 양상 항목에서 비언어적

범주의 절대적 지속시간은 평균 33.17 ± 45.04초로 나타났으며, 최소 0초, 최대

213.20초의 범위로 확인되었다. 구강간호 과정 중에서 인간중심적 행동 양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22.36 ± 20.95%로 나타났으며, 그 범위는 최소 0%,

최대 87.73%로 나타났다.

언어적 범주 10가지 항목의 평균 빈도는 분 당 1.82 ± 1.37회로 확인되었다.

개별 항목 중에서는 ‘협력적으로 타협하기(cooperatively negotiating)’ 항목이

분 당 0.56 ± 0.83회로 가장 높은 분 당 빈도를 보였다.

비언어적 범주 7가지 항목의 평균 분 당 빈도는 분 당 3.58 ± 2.72회였으며,

해당 항목 중에서는 ‘대상자의 속도에 맞추어 주기(adjusting to resident’s

pace)‘ 항목의 분 당 빈도가 분 당 1.52 ± 1.54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절대적 지속시간 또한 ‘대상자의 속도에 맞추어 주기’ 항목이 평균 17.42 ±

18.73초로 가장 길었으며, 이는 구강간호 서비스 과정 중에서 평균 14.45 ±

13.54%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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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Centered Behaviors
Rates

(frequency/min)

Absolute

duration (sec)

Relative

duration (%)
Verbal category

Showing approval 0.38 ± 0.63
Back-channel response 0.21 ± 0.44
Empathy 0.05 ± 0.17
Asks permission 0.02 ± 0.09
Orientation 0.31 ± 0.47
Giving choices 0.21 ± 0.37
Assessing comfort 0.01 ± 0.03
Assessing medical condition 0.01 ± 0.07
Showing interest 0.07 ± 0.25
Cooperatively negotiating 0.56 ± 0.83
Verbal total 1.83 ± 1.37
Nonverbal category

Resident-directed eye gaze 0.00 0.84 ± 2.72 0.62 ± 2.17
Affirmative nodding 0.00 0.00 0.00
Appropriate use of
affectionate touch

0.10 ± 0.41 1.18 ± 4.64 0.60 ± 2.38

Assessing comfort
non-verbally

1.18 ± 1.23 0.00 0.00

Voice Quality 0.13 ± 0.44 0.00 0.00
Adjusting to resident’s pace 1.52 ± 1.54 17.42 ± 18.73 14.45 ± 13.54
Proximity 0.56 ± 1.03 12.47 ± 34.54 6.06 ± 12.79
Positive gestures
or facial expressions

0.09 ± 0.37 1.26 ± 6.30 0.62 ± 2.64

Nonverbal total 3.58 ± 2.72 33.17 ± 45.04 22.36 ± 20.95

Total behaviors 5.41 ± 3.55 33.17 ± 45.04 22.36 ± 20.95

Table 5. Frequency and Duration of Person-Centered Behaviors of Care

Provider

(N=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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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강간호 제공자의 업무중심적 및 기타 행동 양상

구강간호 제공자가 구강간호 과정 중에 보인 업무중심적 행동 양상과 기타

행동의 각 범주 별 양상은 Table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본 연구의 업무중심적 행동 양상의 4가지 행동 코드(언어적 범주 2가지와

비언어적 범주 2가지)는 실제 구강간호 서비스 영상에서 모두 관찰되었다.

업무중심적 행동 양상 4가지의 분 당 빈도는 평균 3.46 ± 2.19회였으며, 분 당

최소 0회, 최대 8.73회의 범위로 나타났다. 업무중심적 행동 양상 중에서

비언어적 범주의 절대적 지속시간은 평균 30.33 ± 29.01초이며, 최소 0초, 최대

142.46초의 범위로 나타났다. 전체 구강간호 과정 중 업무중심적 행동 양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25.18 ± 20.68%로 나타났으며, 최소 0%, 최대

82.65%의 범위로 확인되었다.

언어적 범주 2가지 항목의 평균 분 당 빈도는 1.44 ± 1.12회다. 두 항목

중에서는 ‘권위적인 말투(verbally controlling)’ 항목이 분 당 1.34 ± 1.10회로

나타나, ‘끼어들기 또는 대화주제 바꾸기(interrupting or changing topic)’

항목(분 당 평균 0.10 ± 0.37회)보다 더 높은 빈도를 보였다.

비언어적 범주 2가지 항목의 평균 빈도는 분 당 2.02 ± 1.45회였으며, 각

항목 중에서는 ‘신체적으로 제어하기(physically controlling)’의 분 당 빈도가

평균 2.01 ± 1.46회로, ‘무시하기(ignoring)’ 항목(분 당 평균 0.01 ± 0.79회)

보다 더 높았다. 이는 전체 비언어적 범주의 항목 중에서 가장 긴 절대적

지속시간을 나타내며, 전체 구강간호 과정 중에 차지하는 비율도 가장 높다.

구강간호 제공자가 구강간호 과정 중에 보인 기타 행동 양상 2가지 항목의

분 당 빈도는 평균 5.85 ± 1.77회이며, 분 당 최소 1.64회, 최대 10.49회의

범위로 나타났다. 기타 행동의 언어적 범주에 해당하는 ‘말을 하지 않음(no

speaking)’은 평균 분 당 빈도가 3.03 ± 1.47회였다. 기타 행동의 비언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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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인 ‘상호작용 관찰되지 않음(lack of interaction)’의 절대적 지속시간은

평균 53.44 ± 95.04초이며, 최소 0.36초, 최대 6.70초의 범위로 확인되었다.

구강간호의 총 시간 중, 구강간호 제공자가 치매노인 대상자와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상호작용이 없는 시간(초)은 27.65 ± 21.60%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ategory
Rates

(frequency/min)

Absolute

duration (sec)

Relative

duration (%)

Task-Centered Behaviors

Verbal category
Verbal controlling 1.34 ± 1.10
Interrupting
or changing topic

0.10 ± 0.37

Verbal total 1.44 ± 1.22
Nonverbal category

Ignoring 0.01 ± 0.79 0.00 0.00
Physically controlling 2.01 ± 1.46 30.33 ± 29.01 25.18 ± 20.68
Nonverbal total 2.01 ± 1.46 30.33 ± 29.01 25.18 ± 20.68
Total behaviors 3.46 ± 2.19 30.33 ± 29.01 25.18 ± 20.68

Other Behaviors

Verbal category

No speaking 3.03 ± 1.47
Nonverbal category

Lack of interaction 2.82 ± 1.34 53.44 ± 95.04 27.65 ± 21.60
Total behaviors 5.85 ± 1.77 53.44 ± 95.04 27.65 ± 21.60

Table 6. Frequency and Duration of Task-Centered and Other Behaviors of

Care Provider

(N=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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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각 행동 변수들의 상관관계

구강간호 제공자의 행동 양상과 치매노인의 저항행동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각 행동 변수들이 지니는 관련성의 방향과 그 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강간호 제공자의 인간중심적 또는 업무중심적 행동에서

비언어적 범주는 분 당 빈도와 상대적 지속시간의 정보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정보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치매노인의 저항행동도

마찬가지로 분 당 빈도와 상대적 지속시간의 정보를 구분하였고, 단위는

구강간호 제공자의 행동 양상에서 비언어적 범주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1. 간호 제공자의 행동 양상과 저항행동의 분 당 빈도 간 상관관계

구강간호 제공자의 인간중심적 행동 양상(PCBI), 업무중심적 행동

양상(TCBI), 그리고 저항행동(RTC)의 분 당 빈도 간 상관관계는 Table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인간중심적 행동 양상과 업무중심적 행동 양상은 각 행동

항목들의 전체 항목과 언어적 범주 항목, 그리고 비언어적 범주로

구분하였으며, 저항행동은 구분 없이 전체 항목으로 활용되었다. 행동

변수들은 저항행동의 단위와 통일하여 분 당 빈도 단위로 분석되었다.

구강간호 제공자의 행동 양상과 저항행동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인간중심적 행동 양상의 분 당 빈도는 전반적으로 저항행동의 분 당 빈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업무중심적 행동 양상의 분 당

빈도는 전반적으로 저항행동의 분 당 빈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업무중심적 행동 양상의 총 분 당 빈도는 치매노인의 저항행동의 분 당

빈도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599, p < .001).



그리고 업무중심적 행동 양상에서도 언어적 범주는 치매노인의 저항행동과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 = .384, p = .001).

마지막으로 업무중심적 행동 양상의 비언어적 범주는 저항행동과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606, p < .001).

Subscales
PCBI TCBI RTC

Total Verbal Nonverbal Total Verbal Nonverbal Total

PCBI Total 1

Verbal
.729

(<.001)
1

Nonverbal
.938

(<.001)

.447

(<.001)
1

TCBI Total
-.046

(.703)

-.122

(.313)

.001

(.992)
1

Verbal
-.122

(.313)

-.244

(.042)

-037

(.763)

.802

(<.001)
1

Nonverbal
.024

(.841)

.004

(.976)

.030

(.805)

.888

(<.001)

.438

(<.001)
1

RTC Total
.013

(.917)

.150

(.216)

-.059

(.628)

.599

(<.001)

.384

(.001)

.606

(<.001)
1

Note. PCBI = Person-centered Behavior Inventory; TCBI = Task-centered Behavior

Inventory; RTC = Resistiveness to Care

Table 7. Care Provider Behaviors and Rates of Resistiveness to Care:

Correlation matrix

(N=70)



- 42 -

2. 간호 제공자의 행동 양상과 저항행동의 상대적 지속시간 간 상관관계

구강간호 제공자의 인간중심적 행동 양상(PCBI), 업무중심적 행동

양상(TCBI), 그리고 저항행동(RTC)의 상대적 지속시간 간 상관관계는 Table

8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인간중심적 행동 양상과 업무중심적 행동 양상은 각

행동 항목들의 전체 항목과 언어적 범주 항목, 그리고 비언어적 범주로

구분하였으며, 저항행동은 구분 없이 전체 항목으로 활용되었다. 각 행동 변수

중에서 언어적 행동 양상은 지속시간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분 당

빈도 단위를 활용하였고, 비언어적 행동 양상은 저항행동의 단위와 통일하여

상대적 지속시간 단위로 분석되었다.

구강간호 제공자의 행동 양상과 저항행동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인간중심적 행동 양상 내에서는 비언어적 범주의 상대적 지속시간이

저항행동의 상대적 지속시간과(r = -.431, p < .001)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중심적 행동 양상 내에서는 언어적 범주의 분 당 빈도가 저항행동의

상대적 지속시간과(r = .418, p < .001)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비언어적 범주의 상대적 지속시간은 저항행동의 상대적

지속시간과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 = .757,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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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cales
PCBI TCBI RTC

Verbal Nonverbal Verbal Nonverbal Total

PCBI Verbal 1

Nonverbal
.294

(.013)
1

TCBI Verbal
-.244

(.042)

-.005

(.968)
1

Nonverbal
-.135

(.265)

-.539

(<.001)

.483

(<.001)
1

RTC Total
-.187

(.122)

-.431

(<.001)

.418

(<.001)

.757

(<.001)
1

Note. PCBI = Person-centered Behavior Inventory; TCBI = Task-centered Behavior

Inventory; RTC = Resistiveness to Care

Table 8. Care Provider Behaviors and Relative Duration of Resistiveness to

Care: Correlation matrix

(N=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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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치매노인의 저항행동에 대한 영향요인

치매노인의 저항행동의 1) 분 당 빈도 또는 2) 상대적 지속시간의 두 가지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에 대한 로그 변환을

적용한 후 선형혼합모형(linear mixed models)을 활용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구강간호 제공자의 행동 양상과 세부 행동 항목들을 주요 독립변수로

적용하였으며, 치매노인의 일반적 특성 중에서 종속변수와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난 2가지 변수; 구강간호에 대한 의존성( = 1.515, p < .001)과

K-MMSE(= 0.340, p < .001)를 공변수로 적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1. 저항행동의 분 당 빈도에 대한 영향요인

1) 저항행동의 분 당 빈도에 대한 간호 제공자의 행동 양상의 영향

간호 제공자의 인간중심적 행동 양상의 언어적 및 비언어적 범주,

업무중심적 행동 양상의 언어적 및 비언어적 범주, 이렇게 4가지 중에서

저항행동의 분 당 빈도에 대해 무엇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선형혼합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업무중심적 행동 양상 중에서 비언어적

범주의 분 당 빈도만 종속변수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 0.383, p <

.001). 반면, 구강간호 제공자의 인간중심적 행동 양상의 언어적 및 비언어적

범주, 그리고 업무중심적 행동 양상의 언어적 범주의 분 당 빈도는

종속변수와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종속변수와 유의한 관련성을 갖는 변수들을 활용하여 다변량 분석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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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Resistiveness to Care

β SE p-value
Intercept -1.684 0.613 .006
Total nonverbal task-centered behavior 0.453 0.138 .001
Dependence of resident

Partially dependent Reference

Absolutely dependent 1.279 0.366 <.001

K-MMSE total score 0.100 0.089 .258

Time 0.359 0.201 .074

Random effects

LR test vs. linear model

Log likelihood -17.860

 (p-value) 2.1 (1.000)
Model fit statistics

Wald test  41.47

p-value <.001

Note. K-MMSE = Korean version of Mini Mental Status Exam; SE = Standard error;

CI = confidence interval

†Number of person = 23; Number of oral care episodes = 70

Table 9. Factors associated Rates of Resistiveness to Care†

그 결과, 업무중심적 행동 양상에서 비언어적 범주의 분 당 빈도가

증가할수록 저항행동의 분 당 빈도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 0.453, p = .001).

Wald chi square test는 투입된 고정효과가 모두 0인가를 검정하는 것으로

p-value가 0.001보다 작다는 것은 투입된 고정효과에 의해 저항행동의 분 당

빈도가 충분히 설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의효과에서는, 임의효과가 없는

모형과 임의효과가 포함된 모형의 우도비 검정 결과 p-value가 1.000으로,

개인 수준의 편차를 고려해도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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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항행동의 분 당 빈도에 대한 간호 제공자의 세부 행동의 영향

간호 제공자의 인간중심적 행동 양상에서 언어적 범주 항목 10가지와

비언어적 범주 항목 8가지, 업무중심적 행동 양상에서 언어적 범주 항목

2가지, 그리고 비언어적 범주 항목 2가지의 총 22가지 세부 행동 중에서

저항행동의 분 당 빈도에 대해 무엇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선형혼합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총 22가지 세부 행동 중에서도 6가지가

저항행동의 분 당 빈도와 유의한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항목은 다음과 같다. 인간중심적 행동 양상에서 언어적 범주의 ‘편안한지 상태

확인하기(assessing comfort)’ 항목( = -6.831, p = .025)과 ‘협력적으로

타협하기(cooperatively negotiating)’ 항목( = 0.308, p = .018), 그리고

비언어적 범주에서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voice quality)’ 항목( = -0.698,

p = .034)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업무중심적 행동

양상에서는 언어적 범주인 ‘권위적인 말투(verbal controlling)’ 항목( = 0.257,

p = .016)과 ‘끼어들거나 대화주제 바꾸기(interrupting or changing topic)’

항목( = 0.635, p = .024), 그리고 비언어적 범주에 해당하는 ‘신체적으로

제어하기(physically controlling)’ 항목( = 0.419, p < .001)이 종속변수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종속변수와 유의한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확인된 변수들을 적용하여 다변량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0에 제시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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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Resistiveness to Care

β SE p-value
Intercept -1.746 0.566 .002

Person-Centered Behavior Inventory

Assessing comfort -4.789 2.20 .029

Cooperatively negotiating 0.446 0.12 <.001

Voice quality 1.008 2.20 .647
Task-Centered Behavior Inventory

Verbal controlling 0.187 0.17 .278

Interrupting or changing topic -0.968 0.57 .088

Physically controlling 0.285 0.10 .003

Dependence of resident

Partially dependent Reference

Absolutely dependent 1.095 0.24 <.001

K-MMSE total score 0.077 0.095 .418

Time 0.447 0.139 .001

Random effects

LR test vs. linear model

Log likelihood -7.344

 (p-value) 3.6  (1.000)
Model fit statistics

Wald test  173.33

p-value <.001

Note. K-MMSE = Korean version of Mini Mental Status Exam; SE = Standard error;

CI = confidence interval

†Number of person = 23; Number of oral care episodes = 70

Table 10. Care Provider Behaviors associated Rates of Resistiveness to

Care†

인간중심적 행동 양상의 언어적 범주인 ‘편안한지 상태 확인하기’의 분 당

빈도가 높을수록 저항행동의 분 당 빈도가 유의하게 큰 폭으로 낮아지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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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었고( = -4.789, p = .029), ‘협력적으로 타협하기’의 분 당

빈도가 높을수록 저항행동의 분 당 빈도가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0.446, p < .001). 업무중심적 행동 양상의 비언어적 범주인

‘신체적으로 제어하기’의 경우에는 분 당 빈도가 높을수록 저항행동의 분 당

빈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0.285, p < .001).

반면, 인간중심적 행동 양상의 비언어적 범주인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는

종속변수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업무중심적 행동 양상의 언어적

범주인 ‘권위적인 말투’와 ‘끼어들거나 대화주제 바꾸기’ 항목 또한 종속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Wald chi square test의 p-value가 0.001보다 작으므로 투입된 고정효과에

의해 저항행동의 분 당 빈도가 충분히 설명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임의효과를

살펴보면, 임의효과가 없는 모형과 임의효과가 포함된 모형의 우도비 검정

결과 p-value가 1.000으로, 개인 수준의 편차를 고려하더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저항행동의 상대적 지속시간에 대한 영향요인

1) 저항행동의 상대적 지속시간에 대한 간호 제공자의 행동 양상의 영향

간호 제공자의 인간중심적 행동 양상의 언어적 및 비언어적 범주,

업무중심적 행동 양상의 언어적 및 비언어적 범주, 이렇게 4가지 중에서

저항행동이 구강간호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상대적 지속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선형혼합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인간중심적 행동 양상의 비언어적 범주( = -0.145, p = .032)와 업무중심적

행동 양상의 비언어적 범주( = 0.035, p < .001)의 상대적 지속시간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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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반면, 구강간호 제공자의 인간중심적

행동 양상과 업무중심적 행동 양상에서 언어적 범주의 분 당 빈도는

종속변수와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종속변수와 관련성을 갖는 변수들로 다변량 분석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11에 제시된 바와 같다.

Variables
Resistiveness to Care
β SE p-value

Intercept -0.291 0.516 .572

Total nonverbal person-centered behavior 0.120 0.005 .022

Total nonverbal task-centered behavior 0.024 0.008 .003

Dependence of resident

Partially dependent Reference

Absolutely dependent 0.804 0.350 .022

K-MMSE total score 0.122 0.090 .176

Time 0.271 0.172 .114

Random effects

LR test vs. linear model

Log likelihood -12.477

 (p-value) 2.79 (0.047)

Model fit statistics

Wald test  53.75

p-value <.001

Note. K-MMSE = Korean version of Mini Mental Status Exam; SE = Standard error;

CI = confidence interval

†Number of person = 23; Number of oral care episodes = 70

Table 11. Factors associated Relative Duration of Resistiveness to Care†



- 50 -

그 결과, 인간중심적 행동 양상에서 비언어적 범주가 구강간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구강간호 과정에서 저항행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0.012, p = .022). 또한 업무중심적 행동에서

비언어적 범주가 구강간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구강간호 과정 중

저항행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 0.024, p = .003).

Wald chi square test의 p-value가 0.001보다 작으므로 투입된 고정효과에

의해 저항행동의 상대적 지속시간이 충분히 설명된다. 임의효과가 없는

모형과 임의효과가 포함된 모형의 우도비 검정 결과 p-value가 0.047이기

때문에, 개인 수준의 편차를 고려할 때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2) 저항행동의 상대적 지속시간에 대한 간호 제공자의 세부 행동의 영향

인간중심적 행동 양상의 언어적 범주 항목 10가지와 비언어적 범주 항목

8가지, 업무중심적 행동 양상의 언어적 범주 항목 2가지, 그리고 비언어적

범주 항목 2가지의 총 22가지 세부 행동들의 저항행동의 상대적 지속시간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선형혼합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총 22가지

세부 행동 중에서 5가지가 저항행동의 상대적 지속시간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인간중심적 행동 양상의 언어적 범주인 ‘선택권 제공하기(giving

choices)’ 항목( = -0.831, p = .026)이, 그리고 비언어적 범주의 ‘적절한

친근감의 접촉(appropriate use of affectionate touch)’ 항목( = -0.085, p =

.039)이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업무중심적 행동 양상에서는 언어적

범주의 ‘권위적인 말투(verbal controlling)’ 항목( = 0.238, p = .033) 및

‘끼어들거나 대화주제 바꾸기(interrupting or changing topic)’ 항목( = 0.658,

p = 0.026), 그리고 비언어적 범주인 ‘신체적으로 제어하기(physically

controlling)’ 항목에서( = 0.036, p < .001) 종속변수와 유의한 관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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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분석을 통해 파악한 종속변수와 유의한 관련성을 갖는 변수들로

다변량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2에 제시된 바와 같다.

Variables
Resistiveness to Care

β SE p-value
Intercept -0.546 0.421 0.195

Person-Centered Behavior Inventory

Giving choices‡ 0.039 0.108 0.717

Appropriate use of affectionate touch -0.012 0.022 0.591
Task-Centered Behavior Inventory

Verbal controlling‡ 0.320 0.031 <.001

Interrupting or changing topic ‡ -1.280 0.167 <.001

Physically controlling 0.052 0.003 <.001

Dependence of resident

Partially dependent Reference

Absolutely dependent 1.194 0.122 <.001

K-MMSE total score -0.271 0.053 <.001

Time 0.058 0.057 <.001

Random effects

LR test vs. linear model

Log likelihood -4.748

 (p-value) 12.19 (<.001)

Model fit statistics

Wald test  1342.66

p-value <.001

Note. K-MMSE = Korean version of Mini Mental Status Exam; SE = Standard error;

CI = confidence interval

†Number of person = 23; Number of oral care episodes = 70

‡Rates of behaviors

Table 12. Care Provider Behaviors associated Relative Duration of

Resistiveness to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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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심적 행동 양상 중에서는 언어적 범주인 ‘권위적인 말투’의 분 당

빈도가 높아질수록 전체 구강간호 과정 중에서 저항행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게 된다( = 0.320, p < .001). 또한 ‘끼어들거나 대화주제 바꾸기’의 분

당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구강간호 과정 중 저항행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280, p < .001). 업무중심적 행동 양상의

비언어적 범주인 ‘신체적으로 제어하기’의 경우, 전체 구강간호 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구강간호 전체 과정 중에서 저항행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 0.052, p < .001).

반면, 인간중심적 행동 양상의 언어적 범주인 ‘선택권 제공하기’의 분 당

빈도와 비언어적 범주인 ‘적절한 친근감의 접촉’의 상대적 지속시간은

종속변수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Wald chi square test의 p-value가 0.001보다 작으므로 투입된 고정효과에

의해 저항행동의 상대적 지속시간이 충분히 설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의효과를 살펴보면, 임의효과가 없는 모형과 임의효과가 포함된 모형의

우도비 검정 결과에서 도출된 p-value 또한 0.001보다 작게 나타나, 개인

수준의 편차를 고려할 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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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논의

A. 치매노인의 저항행동

본 연구의 관찰 대상인 총 23명의 치매노인 중 21명(91.3%)이 최소 한 건의

구강간호 서비스 중에 저항행동을 보였으며, 70건의 구강간호 서비스

중에서는 58건(82.9%)의 구강간호에서 치매노인의 저항행동이 나타났다. 이는

치매노인의 75%에서 90%가 위협적으로 간주되는 상황에 대해 저항행동을

보인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Volicer & Hurley, 2003)를 뒷받침한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70건의 구강간호 서비스에서는 ‘외면하기’를 제외한

12가지의 저항행동이 모두 관찰되었다. ‘외면하기’ 항목이 관찰되지 않은 것은

관찰 대상인 치매노인들의 거동 기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K-ADL의 조사 항목 중 독립적인 거동에 대한 점수로 파악했을 때, 총

23명의 대상자 중 독립적으로 거동이 가능한 1명(4.3%)을 제외하고는

22명(95.6%)이 거동 기능이 대부분 저하된 상태였기 때문에, 직접 일어나서

그 자리를 벗어나는 행동인 ‘외면하기’ 항목이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관찰된 12가지의 저항행동 중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 행동은

‘벗어나려 하기’로, 한 영상 내에서 최대 9회까지도 관찰되었다. 지속시간이

가장 긴 저항행동은 ‘입 악물기’로 구강간호 서비스 동안의 평균 9.7% 정도를

차지하였고 최대 비율은 57.2%로 확인되었다. 이는 앞서 확인한 결과와 같이

구강간호 수행 시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즉 칫솔질을 자유롭게 할 정도의

상지 기능이 남아 있지 않은 노인의 비율이 약 82.9%(58명)를 차지하여

칫솔의 진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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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치매노인의 전체 저항행동이 전반적인 구강간호 서비스 동안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적으로 약 20.1%였으나 최대 약 72.6%까지도

관찰되었기 때문에, 구강간호 서비스가 치매노인과 구강간호 제공자 양측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양상에 치매노인의 일반적 특성을 함께 고려한 경우, 치매노인

대상자가 구강간호라는 특정 상황에서 기능적으로 의존적인지에 따라

저항행동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능적으로

의존적일수록 저항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Galik et al., 2017;

Kovach et al.,2005)의 내용과 일치한다. 또한, 대상자의 우울 정도에 따라

저항행동 발생 여부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우울의 정도가 저항행동

발생과 그 예측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Algase et al., 1996;

Kovach et al., 2005; Volicer & Hurley, 2003)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각 치매노인의 기능적 의존도에 따라 구강간호 시 저항행동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접근 방식을 고려해야 하며, 주기적인 우울 선별 검사를 통해

치매노인의 우울 여부를 확인하고 중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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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치매노인의 저항행동에 대한 영향요인

욕구반영이론(The Need-Driven Dementia-Compromised Behavior

Model)에 따르면, 저항행동은 간호 제공자의 행동 양상과 같은 사회적

환경(social environment)의 변화로써 조절될 수 있다(Algase et al., 1996;

Kolanowski, 1999; Lann-Wolcott et al., 2011). 따라서 본 연구는 구강간호

제공자의 행동 양상에 따른 치매노인의 저항행동의 양상과 그 관련성을

조사하려 하였다.

선행연구(Lann-Wolcott, 2009; Lann-Wolcott et al., 2011; Sloane et al.,

2012)에 따르면, 간호 제공자의 인간중심적 행동 양상은 치매노인 대상자의

저항행동 완화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선형혼합모형 분석 결과, 전체 구강간호

과정 중 인간중심적 행동 양상의 비언어적 범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전체 구강간호 과정 중에서 저항행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 결과와 반대의 방향을 반영하였다. 이는 간호 제공자가

보인 인간중심적 행동 중에 ‘대상자의 속도에 맞추어 주기’ 항목이 전

구강간호 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다시 말해,

구강간호 제공 시 대상자가 기침을 하거나 몸을 뒤로 젖히며 피하는 등의

저항행동이 선행된 경우에 ‘대상자의 속도에 맞추어 주기’ 행동이 뒤따르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여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업무중심적 행동 양상의 경우, 비언어적 범주의 분 당 빈도(rates)가

증가할수록 치매노인의 저항행동의 분 당 빈도 또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무중심적 행동 양상을 가진 간호 제공자는

치매노인의 안위보다도 본인의 업무 수행에 더 우선순위를 두게 되어,

치매노인의 저항행동을 초래하기 쉽다는 선행연구(Gilmore-Bykovskyi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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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Lann-Wolcott, 2009; Lann-Wolcott et al., 2011)와 일관된 결과이다.

또한, 전체 구강간호 과정 중 업무중심적 행동 양상에서 비언어적 범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전체 구강간호에서 치매노인의 저항행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치매노인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신체적으로 억제하는 경우에 저항행동이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행동 간의 관련성은 다음과 같다. 인간중심적 행동 양상

중에서는 언어적 범주인 ‘편안한지 상태 확인하기’의 분 당 빈도가 높을수록

저항행동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 제공자의

인간중심적 행동 양상이 치매노인의 저항행동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들(Lann-Wolcott, 2009; Lann-Wolcott et al., 2011; Sloane et al.,

2012)과 일관된 결과였다. 특히 ‘편안한지 상태 확인하기’의 경우, 다른

인간중심적 행동보다도 저항행동의 감소 폭이 큰 것으로 확인되어,

치매노인이 편안한 상태인지 묻거나 확인하는 것이 치매노인의 저항행동

완화에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협력적으로 타협하기’의

경우, 인간중심적 행동 양상의 언어적 범주 중에서도 가장 많이 관찰되었으나,

분 당 빈도가 높을수록 저항행동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선행연구들(Lann-Wolcott, 2009; Lann-Wolcott et al., 2011; Sloane et al.,

2012)에서 인간중심적 행동 양상이 저항행동을 감소시킨다는 내용과 대조되는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는 ‘협력적으로 타협하기’ 행동의 조작적 정의가

‘저항하는 대상자를 달래거나 설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와의 갈등 상황

또는 저항행동이 이미 전제되어 도출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업무중심적 행동 양상의 언어적 범주에서는 ‘권위적인 말투’의 가장 많이

관찰되었고, 그 분 당 빈도가 높아질수록 전체 구강간호 과정에서 저항행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간호 제공자의 언어적

표현이 치매노인을 존중하기보다 지시적이고 아기를 다루듯 낮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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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투(elderspeak)에 가깝다는 선행연구(Williams et al. 2016; Wilson et al.,

2013)의 결과와 연결되며, 간호 제공자가 치매노인에게 구강간호를 제공할

시에는 지시하거나 강요하는 언어보다는 대상자의 안위를 고려하는 언어를

사용하도록 할 필요성을 대변한다. 한편, 또 다른 업무중심적 행동 양상의

언어적 범주 항목인 ‘끼어들거나 대화 주제 바꾸기’는 분 당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 구강간호 과정에서 저항행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무중심적 행동 양상이 저항행동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Gilmore-Bykovskyi et al., 2015; Lann-Wolcott et al., 2011)와

대비되는 내용이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데는 ‘끼어들거나 대화주제

바꾸기’가 관찰되는 대부분의 상황이 간호 제공자가 치매노인의 언행을

무시하고 다른 말을 하며 자리를 뜨는 경우이기 때문에 치매노인의

저항행동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는, 이를 치매노인의

저항행동에 대한 ‘전환요법’의 일종으로 이해하여 치매노인의 저항행동이

감소한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전환요법’은 노래, 음악, 물건을 제시하기,

부드럽게 만지기, 또는 말을 걸거나 하여 노인의 마음을 괴롭히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식으로, 치매노인이 저항행동과 같은 행동심리 증상을 보일

때 진정요법으로써 활용하는 방법이다. 실제로 이는 치매노인의 구강관리 시

노인의 협조를 끌어내는 데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Chalmers, 2000;

Jablonski et al., 2016).

업무중심적 행동 양상의 비언어적 범주에서는 ‘신체적으로 제어하기’가 가장

많이 관찰되었고, 그 분 당 빈도가 높아질수록 저항행동의 발생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해당 항목의 구강간호 내 비율이 증가할수록 전체 구강간호

과정에서 저항행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Gilmore-Bykovskyi et al., 2015)와 일치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의 치매노인 대상자가 대부분 구강간호에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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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여 간호 제공자들이 치매노인에게 신체적 억제나 불쾌한 접촉과 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보이며, ‘신체적으로 제어’하는 간호

제공자의 행동이 치매노인의 저항행동의 분 당 빈도와 상대적 지속시간

모두에 대하여 강한 관련성을 지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간호

제공자는 치매노인에게 구강간호 제공 시, 지시하거나 강요하는 언어보다는

대상자의 안위를 고려하는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대상자의 신체를 강제로

억제하거나 통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영상 관찰 방법은 행동의 정확성을

점검할 수 있으므로, 유사한 대상자의 행동 양상을 예측하는 기초자료 또는

간호 제공자를 교육하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치매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저항행동의 양상에 대해서는 K-MMSE

점수가 높을수록, 그리고 구강간호 의존도가 더 높을수록 저항행동의 정도가

강해지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인지기능이 저하될수록, 그리고 기능적으로

의존적일수록, 저항행동을 자주 보인다는 선행연구(Galik et al., 2017; Kovach

et al.,2005)의 보고 내용과 일치한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치매노인의 저항행동에 대한 영향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저항행동의 분 당 빈도에 대해서는 구강간호

의존도와 인간중심적 행동의 ‘편안한지 상태 확인하기'와 ‘협력적으로

타협하기’가, 업무중심적 행동의 ‘신체적으로 제어하기’ 행동이 유의한

영향요인이었다. 저항행동의 상대적 지속시간에 대해서는 구강간호 의존도,

K-MMSE 총 점수, 그리고 업무중심적 행동의 ‘권위적인 말투’, ‘끼어들거나

대화주제 바꾸기’, ‘신체적으로 제어하기’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장기요양시설에서는 치매노인에게 구강간호를 제공할 시에 무조건

구강간호를 제공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존중의 태도로 치매노인과

보다 많은 상호작용을 통해 치매노인이 현재 편안한지, 특별히 원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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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먼저 파악하여 그의 안정감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치매노인은 과도한 소음이나 불필요한 자극이 존재할 경우, 구강간호 상황을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Jablonski et al., 2009; Jablonski, et al., 2011;

Jablonski et al., 2016). 따라서 혼잡스럽지 않은 조용한 환경에서 구강간호를

시행하고, 노인에게 불편을 유발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해줌으로써 노인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의 안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부드러운

언행을 통해 현재 자세가 편안한지 확인하고, 자세나 옷이 흐트러졌으면 바로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노인이 근육 경직 등으로 똑바로 앉는 것이

어려운 상태라면, 쿠션 등을 받쳐주어 최대한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구강 내에 통증이 있지는 않은지, 구강간호 시 선호하는 장소나

용품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은 인간중심적인 구강간호 제공에 필수적이다.

특히 치매노인의 저항행동은 노인의 기능적 의존도가 높거나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잘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치매노인이 저항행동을 보인다고

해서 신체를 억제하기보다는, 각 치매노인 개인의 기능과 특성에 걸맞은

개별적인 구강간호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치매노인 개인의 구강상태, 인지 및 신체적 기능상태, 그리고 저항행동의

양상과 같이 기능과 특성에 적합하도록 개별적인 구강간호 계획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노인의 상태 변화와 저항행동에

따라 보완해 나가야 한다(McConnell et al., 2018). 또한, 간호 제공자가 실제

구강간호를 제공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구강간호

수행에 대한 점검과 교육을 수행한다면 간호 제공자에게 더 즉각적이고

객관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치매노인을 위한

인간중심적 행동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홍보를 제공하여 치매노인을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을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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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기존의 자료를 활용한 이차분석 연구이므로, 치매노인의

저항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나 구강간호 제공자의 특성과

같은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기 어려웠으며, 각 행동의 발생 순서에 따른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비디오

영상을 활용한 분석을 통해 기존의 자가 보고식 설문 방식보다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선형혼합모형 분석을 통해 반복

측정한 자료의 구조 특성과 대상자 간의 분산을 반영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를 위해 산정된 표본 크기는 치매노인 24명의 72개

영상이었으나, 최종 분석한 영상은 23명의 70개 영상이므로 이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표본 크기는

치매노인에 대한 영상 분석을 활용한 선행연구(Gilmore-Bykovskyi et al.,

2015; Lee et al., 2018; Magai. et al., 1997)를 참고하였으며, 사후 검정력

또한 0.816으로 확인되어 연구 진행을 위한 근거를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치매노인의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 또한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남성이 79.7세, 여성은 85.7이며

85세 이상 한국 노인의 성비는 약 27대 73이다(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9).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약 85.04세이고, 여성이 남성보다

긴 기대수명으로 인해 장기요양시설에 입주할 가능성이 큰 것을 고려하면, 본

연구의 성비는 한국 노인의 전반적인 성비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모집단의 성비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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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및 제언

A.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구강간호 제공자의 행동 양상과 치매노인의 저항행동 양상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치매노인의 저항행동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실시되었다. 그 결과, 치매노인의 저항행동에 대한 영향요인으로는 ‘편안한지

상태 확인하기', ‘협력적으로 타협하기’, ‘권위적인 말투’, ‘끼어들거나 대화주제

바꾸기’, ‘신체적으로 제어하기’ 행동과 구강간호 의존도, K-MMSE 총 점수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히 ‘신체적으로 제어하기’는 저항행동의 분 당 빈도와

상대적 지속시간 양측에 모두 매우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으며, ‘신체적으로

제어하기’의 빈도나 지속시간이 높을수록 저항행동의 빈도나 지속시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강간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인지기능이 저하될수록 저항행동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치매노인의 구강건강의 유지와 정신적 안정 도모를 위해 간호 제공자

개인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조직과 지역사회 차원에서 인간중심적 행동의

강화와 업무중심적 행동의 교정과 같은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간호 제공자를 대상으로 치매노인을 존중하는 인간중심적 간호에 대한 정기적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간호 제공자에게 치매노인에 대한

존중과 대상자의 신체 및 인지적 기능 저하의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구강간호

접근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영상 자료의

분석을 통한 객관적인 관찰 연구로써 추후 치매노인의 구강관리를 위한

정책과 간호 제공자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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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할 수 있는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 제공자를 위한 정규 교육 내용에 치매노인의 저항행동을

적절하게 완화할 수 있는 인간중심적인 대처 방식을 포함한 중재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노인이 편안한지 확인하고 존중하는 언행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지시하는 태도로 치매노인을 대하거나 신체를 억제하는 것은

치매노인에게 위협으로 인식되어 저항행동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또한, 노인의 기능적 의존도에 따라 구강간호에 대한 저항행동 양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간호 제공자들이 노인의 기능적 의존도 차이에 맞추어

개별화된 구강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본 연구는 변수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구강간호 제공자의 행동 양상과 치매노인의 저항행동 양상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협력적으로 타협하기’

항목의 경우, 저항행동을 완화하려는 인간중심적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저항행동의 직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저항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순차 분석(sequential analysis)과 같은 보다

정밀한 분석으로 변수 간 순차적 인과관계를 밝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또한, 간호 제공자가 대상자에게 인간중심적 중재를 적용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치매노인의 저항행동이 감소하고 안위가 증진되면, 간호 제공자와의 갈등과

스트레스의 감소 효과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요양기관과 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지원을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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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치매노인의 저항행동에 대한 코딩 체계

1. 외면하기(turn away)

Ÿ 대상자가 간호 제공자로부터 멀어지는 것, 도망가거나 고개를

돌리는 것을 포함, 간호 제공자가 접근할 때 일어서서 다른 쪽으로

가버리거나 휠체어를 끌고 멀리 가는 것

Ÿ 신체적 접촉이 없어야 Turn away에 해당함 (신체적 접촉이

있으면 Pull away에 해당함)

Ÿ 간호 제공자를 지나치는 방향이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모두

포함되며, 대상자가 간호 제공자와 멀어지기 위해 이동하는 것

2. 벗어나려 하기(pull away)

Ÿ 대상자가 간호 제공자로부터 다리, 팔, 상체나 머리를 피하려

노력하는 것

Ÿ 대상자와 간호 제공자 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호 제공자의 행동이 대상자보다 수동적인 상황에 해당

(push/pull은 양측의 힘이 거의 비슷함)

3. 밀어내기(push away)

Ÿ 자리를 뜨는 것은 아니지만, 간호 제공자를 밀치거나 구강간호를

막으려고 하는 행동 (아예 자리를 뜨면 Turn away에 해당)

Ÿ 신체의 어떤 부분을 사용해도 관계없으나, 주로 손이나 팔과 같이

상지를 사용함

Ÿ 신체적 접촉이 필수적이지는 않음 (대상자에게 가까이 있는

칫솔이나 물건을 밀어내는 것도 포함)

4. 밀거나 당기기(push or pull)

Ÿ 간호 제공자와 서로 붙잡고 있거나 붙들린 상태에서 대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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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치거나 당기려고 하는 것으로, 양측의 힘이 거의 비슷한 경우

Ÿ 대상자와 간호 제공자가 서로 붙잡고 있는 경우에, 만약 간호

제공자가 밀리는 상황이면 Push away이고, 간호 제공자가 대상자의

손을 떼어내려고 하지만 대상자가 계속 힘을 쓰는 상황이면 Grab

person이며, 양측의 힘이 비슷하면 Push/pull에 해당)

5. 물건 붙잡기(grab object)

Ÿ 구강간호 중에 대상자가 물건을 잡고 놓지 않는 것

Ÿ 간호 제공자가 대상자에게 물건을 놓으라고 하는데도 놓지 않는 것

(예: 사이드레일, 잠옷, 옷, 바가지, 컵 등 손에 잡을 수 있는 물건)

6. 사람 붙잡기(grab person)

Ÿ 간호 제공자가 놓으라고 하는데도 대상자가 간호 제공자를 잡고

놓지 않는 것 (대상자가 간호 제공자의 옷이나 간호 제공자를

잡거나 잡으려고 시도하는 것도 포함)

Ÿ 주의를 끌기 위해 간호 제공자의 팔을 쓰다듬거나 간호 제공자를

쿡쿡 찌르는 것은 이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며, grab에 대한 간호

제공자의 의도가 없어야 함

Ÿ 매달리는 것은 이동이나 자세교정을 위해 간호 제공자를 잡고

매달리는 것을 의미하며, grab에 해당하지 않음

7. 내전(adduct)

Ÿ 팔이나 다리를 몸에 딱 붙이는 자세

Ÿ 구강간호를 피하고자 웅크리는 자세로,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오므려서 겨드랑이나 사타구니로의 접근을 막는 것을 포함

8. 때리거나 차기(hit or kick)

Ÿ 간호 제공자에게 직접 접촉하여 때리거나 발로 차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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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물건으로 때리는 것, 몸의 어떠한 부위든

사용하여 공격하는 것 포함)

9. 거부의 표현하기(say no)

Ÿ 언어로 “싫어.” “안 돼.” ‘안 해.” “그거 하지 마.” “하기 싫어.”

“그만해.” “저리 가.” “그냥 둬.”와 같은 거부의 표현, 또는 고개를

젓거나 손사래를 치는 등의 비언어적인 거부 표현

Ÿ 칫솔이나 간호 제공자의 손 등이 접근할 때 대상자가 본인의 손으로

입을 막는 것도 포함

10. 울기(cry)

Ÿ 눈물을 흘리거나 울먹이는 것

Ÿ 눈물이 실제로 나오지 않아도 높은 목소리로 흐느끼는 것도 포함

11. 위협하기(threaten)

Ÿ 적대적이거나 위협적인 표현, 경고하는 말 또는 행동

Ÿ 만약 이것이 상대방에 대한 공격적 행동을 포함한다면 이는 grab

person에 더 가까움 (예: 목을 조르거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12. 소리 지르거나 소리치기(scream or yell)

Ÿ 아주 높거나 큰 소리를 내는 것

Ÿ 평소 목소리와 tone에서의 변화가 있어야 함

13. 입 악물기(clench mouth)

Ÿ 대상자가 치아나 턱을 다물어서 칫솔이나 설압자의 진입 등

구강간호 수행을 방해하는 것

Ÿ 칫솔이나 간호 제공자의 손가락을 깨무는 것도 포함

Ÿ (간호 제공자가 입을 벌려 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입을

벌리지 않는 것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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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구강간호 제공자의 행동 양상에 대한 코딩 체계

인간중심적 행동 양상(Person-centered behavior inventory)

언어적 범주(verbal Category)

1. 인정하기(showing approval)

Ÿ 대상자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

(예: “그렇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잘 해낼 수

있었네요.”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Ÿ 대상자에 대한 직접적인 허용, 칭찬, 보상, 존경, 감동의 표현

(예: “부탁드려요.” “감사해요.” “별말씀을요.” “열심히 하셨네요.”

“잘하셨어요.” “좋은 생각이시네요.” “그거 좋네요.” “좋아요.” “오늘

좋아 보이시네요.” “입으신 셔츠가 예쁘네요.” 등)

2. 맞장구치기(back-channel response)

Ÿ (간호 제공자가 주도적으로 말하는 상황이 아닐 때) 대상자의 말에

관심을 표현하거나, 경청하고 있음을 표현, 대상자의 행동을

격려하는 추임새나 의성어를 포함함

(예: “아하” “그렇죠.” “그거예요.” “옳지.” “우물우물” “퉤” “가글가글”)

Ÿ 대상자의 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으로 대답하거나 대화를

지속하도록 하는 말도 포함 (예: “그래요.” “정말이요?” 등)

3. 공감하기(empathy)

Ÿ 대상자의 생각과 감정을 받아들이는 말로, 대상자의 말을

인용(paraphrase)하거나, 해석, 명명, 또는 인지하는 정서적인 발언

(emotional state)을 의미

(예: “이게 싫으시지요, 이해해요.” “아파서 기분이 상하셨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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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께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이해해요.” “어르신만 이러신 것이

아니니 괜찮아요.” “저도 알아요, 괜찮아요.” “기분이 좋으셨구나.” 등)

Ÿ 그러나 대상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바꾸려는 것은 해당하지 않음

4. 허락을 구하기(asks Permission)

Ÿ 구강간호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양치를 해도 괜찮은지

대상자에게 물어보는 것 (예: 식사 중이거나 물 마시는 중에

대상자에게 “식사 다 하셨어요?” 또는 “양치해도 될까요?”의 말을

하여 양치해도 되는지에 대한 허락을 구하는 것)

5. 지남력 제공하기(orientation)

Ÿ 대상자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

예상할 수 있도록 하며, 대상자가 구강간호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예: “어르신 양치하실 거예요/할게요.” “자, 이번에는 물로

헹굽니다. “입에 넣을 거예요.” “다 되셨습니다.”)

6. 선택권 제공하기(giving choices)

Ÿ 대상자가 지금 양치할 것인지, 직접 양치할 것 인지와 같은

선택권을 주는 것, 대상자에게 구강간호에 관련된 대상자의

의견이나 관점을 물어보는 것, 대상자의 판단이나 선호에 대한

질문도 포함 (예: “이게 더 좋으세요?” “혼자 해보실래요?” 등)

Ÿ 대상자가 하고 있는 행동을 확인하는 질문도 포함

(예: 대상자가 옷을 올릴 때 “올리실 건가요?” 대상자가 칫솔을

내려놓을 때 “다 하셨어요?” “이제 양치 그만 하실래요?” 또는

대상자가 앞치마를 벗을 때 “벗으시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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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편안한지 상태 확인하기(assessing comfort)

Ÿ 대상자에게 불편한 곳은 없는지, 기분이 어떤지 묻는 등 상태에

대해 확인하는 것으로, 더 편안하도록 해주려는 의도가 있는 질문

(예: “지금 자세 괜찮으세요?” “옷이 너무 꽉 끼지는 않으세요?”

“어르신 바지 좀 올려드릴게요.”),

Ÿ 그러나 대상자에게 워커를 가져다주거나 침상에서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즉 안전을 도모하는 행동은 이 범주에 해당하지 않음

Ÿ 의학적 상태에 대한 확인적인 발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음

(이는 Assessing medical condition)

8. 의학적 상태 확인하기(assessing medical condition)

Ÿ 대상자의 신체 및 정신적 상태에 대한 확인을 포함

(예: “오늘 몸은 좀 어떠세요?” “배가 아프신가요?” “다리가 아프세요?”

아픈 곳은 좀 어떠세요?” 또는 구강간호 중에 “잇몸이 아프세요?” 등)

9. 관심 보이기(showing interest)

Ÿ 대상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친밀한 대화

(예:”오늘 잘 주무셨어요?” “식사 맛있게 하셨죠?”)

10. 협력적으로 타협하기(cooperatively negotiating)

Ÿ 구강간호를 진행/완료하기 위해서 대상자에게 그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대상자를 설득하는 것

Ÿ 구강간호를 대상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갈등/싸움이

존재하더라도 논리적으로 잘 설득하고 달래는 방식이라면 여기에

해당하지만, 만약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설명하는 것은

giving choices에 해당(예: 구강간호 하려는 상황에서 다른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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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어 하는 대상자에게 “이것(양치) 먼저 합시다.” 또는

“양치하고 나서 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Cooperatively Negotiating)

Ÿ 저항하는 대상자에게 “잠시만요.” 또는 “한번 만요.” “딱 한 번만

합시다.” 이렇게 부드러운 말투로 달래는 것도 포함함

Ÿ 대상자와의 갈등 상황이 전제되어야 하는 상태임

비언어적 범주(non-verbal Category)

1. 눈 맞추기(resident-directed eye gaze)

Ÿ 대상자와 눈 맞추기(예: 눈높이를 맞추려 자세를 낮추는 것 포함)

2. 긍정의 끄덕임(affirmative nodding)

Ÿ 대상자의 말이나 행동에 허용, 격려, 관심의 표현으로 대상자를

향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

(예: 만약 대상자가 먼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하고 간호 제공자가

따라서 끄덕이더라도 여기에 포함됨)

3. 적절한 친근감의 접촉(appropriate use of affectionate touch)

Ÿ 대상자가 불편하거나 불쾌하지 않을 정도의 접촉(예: 포옹, 악수,

토닥거리기, 마사지, 미소 등 포함)

Ÿ 구강간호 수행에 필수적일 필요는 없지만, 대상자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함 (예: 간호 제공자가 대상자의 어깨를 주물러 줄 때,

대상자가 찡그리면서 그만하라고 함에도 계속하는 것은 제외함)

4. 편안한지 상태 확인하기(assessing comfort non-verbally)

Ÿ 대상자가 불편해하고 있거나 불편할 수 있음을 알아차리고 굳이

말로 묻지 않고도 대상자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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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대상자의 옷이 추켜 올라간 것을 바로잡아주거나 단추를 채워주는

것, 안경을 제대로 씌워주거나 더러운 것이 묻은 것을 잘 닦아주는 것,

자세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 등을 포함)

5.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voice Quality)

Ÿ 간호 제공자가 대상자에게 잘 들리면서도 존중하는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며 행동하는 것 (음성 톤에 초점)

6. 대상자의 속도에 맞추어 주기(adjusting to resident’s pace)

Ÿ 대상자의 원하는 속도 또는 편안한 속도에 맞추어 주는 것(신체

또는 언어적으로 대상자와 상호작용을 하며, 서두르지 않는 것),

Ÿ 이는 Assessing comfort (nonverbal)과 다른 개념임 (예: 대상자가

불편을 겪거나 아파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구강간호 시 속도를

늦추는 것은 여기에 해당함, 일례로 대상자가 사레들리거나 기침할

때 잠시 멈추고 기다려주는 것)

7. 가까이 서기(proximity)

Ÿ 대상자가 도움 또는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존중하는 것으로, 대상자가 스스로 양치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는 것, 또는 말없이 곁에 함께 있어 주는 것

Ÿ 그러나 오로지 업무만을 위해 대상자 주변에 존재하는 것은 제외함

Ÿ 구강간호를 완료한 후 대상자의 자세나 옷을 정돈해 주는 것은

Assessing comfort non-verbally에 해당함

8. 긍정적인 몸짓/표정(positive gestures/facial expressions)

Ÿ 대상자에게 긍정적인 몸짓 (예: 손을 흔들거나 키스를 보내는 것)

또는 긍정적인 표정 (예: 미소, 웃음)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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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심적 행동 양상(Task-centered behavior inventory)

언어적 범주(verbal Category)

1. 권위적인 말투(verbal controlling)

Ÿ 대상자에게 지시하거나 간섭 또는 통제하려는 말을 하는 것으로,

빈정대거나 권위적인 말투를 포함 (예: 높고 큰 목소리로 “여기로

오세요.” “앉아요.” “빨리 하세요.” “아 (하세요.)” “입 벌리세요” 등)

Ÿ 대상자보다 더 큰 목소리로 압도하거나, 아이를 다루듯이 말하는

것(elderspeak)을 포함

2. 끼어들거나 대화주제 바꾸기(interrupting or changing topic)

Ÿ 대상자가 하는 말을 중간에 끊어버리는 말

Ÿ 대상자의 말에 적합하지 않은 대답을 하거나, 대상자의 말을

무시하고 다른 화제로 변경해 버리는 것

(예: 대상자가 “잠을 잘 못 잤어.”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간호 제공자가

관심 없는 말투로 “아, 네, 양치하세요.” 또는 대상자 말을 무시하면서

“알았어, 알았어.”라고 응대하거나 구강간호에 대한 관심을 돌리려는

목적으로 “안 해요, 안 해.” “이게 뭐지?” 다른 말을 하는 것)

비언어적 범주(non-verbal Category)

1. 무시하기(ignoring)

Ÿ 대상자의 요구나 말을 무시하기 (다른 업무를 하거나 다른 공간에

있어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도 포함)

Ÿ 간호 제공자가 다른 대상자나 직원과 대화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음

2. 신체적으로 제어하기(physically controlling)

Ÿ 간호 제공자가 대상자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신체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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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코드(Other codes)

물리적으로 강요하거나 대상자를 제어하는 것

Ÿ 대상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신체를 잡거나 고정하기

(예: 구강간호를 하기 위해 강제로 당기기)

Ÿ 대상자가 불편하거나 불쾌할 정도의 접촉 (예: 입에 칫솔을 억지로

쑤셔 넣거나 닦는 것으로, 대상자가 불편해하는 모습이 동반)

Ÿ 대상자가 막을 수 없는 상태에서 Outpacing하여 구강간호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 (예: 빼앗아서 강제로 하거나, 양치하는 도중에

가져가 버리는 경우, 너무 빠르게 해서 대상자가 기침하거나 고개를

피하는 예도 포함)

언어적 범주(verbal Category)

Ÿ 상호작용 관찰되지 않음 (예: 간호 제공자가 대상자의 구강간호

이외의 다른 일을 하고 있거나, 자리에 없음)

Ÿ 영상 시작 시 이 코드로 시작하며, 구강간호 중간이나 종료 후에

간호 제공자가 대상자의 시각에서 벗어나는 경우 (단, 대상자와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바로 옆에 서 있는 경우는 Proximity 코드)

비언어적 범주(non-verbal Category)

Ÿ 상호작용 관찰되지 않음 (예: 간호 제공자가 대상자의 구강간호

이외의 다른 일을 하고 있거나, 자리에 없음)

Ÿ 영상 시작 시 이 코드로 시작하며, 구강간호 중간이나 종료 후에

간호 제공자가 대상자의 시각에서 벗어나는 경우 (단, 대상자와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바로 옆에 서 있는 경우는 Proximity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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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기관 연구심의위원회 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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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도구 사용에 대한 승인

Permission for Person-Centered Behavior Inventory (PCBI) and

Task-Centered Behavior Inventory (TC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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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ission for Resistiveness To Care scale for Dementia of the

Alzheimer’s Type (RTC-D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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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ehavior Patterns of Oral Care Providers and

Resistiveness to Care of Persons with Dementia

Kim, Bora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is descriptive correlation study used video analysis to identify the

association between behavior patterns of oral care providers and

resistiveness to care of persons with dementia, as well as the factors

affecting on resistiveness to care of by persons with dementia in

long-term care facilities. The behavior patterns of oral care providers and

resistiveness to care of persons with dementia were extracted in the form

of frequency and duration of each behavior from 70 videos, using a coding

scheme for behavioral observation. The data were analyzed to examine

factors affecting the resistiveness to care of persons with dementia using

linear mixed model analysis considering repeated measurement of data.

Results showed that “assessing the comfort of resident,” and

“cooperatively negotiating” in the Person-Centered Behavior Inventory,

“physically controlling” in the Task-Centered Behavior Inventor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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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cy on oral care wer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the rates of

resistiveness to care. “Verbally controlling,” “interrupting or changing

topic,” and “physically controlling” in the Task-Centered Behavior

Inventory, dependency on oral care, and Korean version of Mini Mental

Status Exam (K-MMSE) scores were identified as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the relative duration of resistiveness to care. The duration of the

nonverbal category in the person-centered behavior of oral care provider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relative duration of resistiveness to care.

The findings of the study suggest that physical control can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resistiveness to care. Further, the resistiveness to care

of persons with dementia occurs as a condition of high dependence on oral

care or reduced cognitive function. Therefore, when providing oral care to

persons with dementia, individualized oral care based on the functional

status of each person with an attitude of respect for the persons with

dementia is needed. It is recommended that oral care providers try to

create a comfortable environment considering the preferences of persons

with dementia. This study provides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for oral care providers in long-term facilities and for future

management programs for oral care of persons with dementia.

Key words: Person-centered behaviors of care provider, Persons with dementia,

Resistiveness to care, Oral ca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