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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 요요요약약약

본 연구는 종합병원 낙상 예방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낙상예방
행위에 기본이 되는 낙상 태도와 지식을 파악하기 위한 횡단적조사연구이다.
대상자는 4월 23일～5월 27일까지 서울 시내에 소재한 일 종합병원에 입원한

65세 이상 노인 180명이었으며,연구자가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대상자의 의무
기록과 직접 면담을 통해 설문지를 작성하였다.연구도구는 총 45문항으로,일반적
특성,낙상 위험 요인,낙상 태도와 낙상 지식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SPSS12.0K를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고,대상자의 특성은 기술통계로,변수간
의 관계는 t-test와 ANOVA,Chi-square,PearsonCorrelation분석방법을 이용하
였고,낙상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Stepwise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일반적 특성에서 평균연령은 71.4세였으며,65-69세(41.7%)가 가장 많았으며,

성별에서는 남자 49.4%,여자 50.6%이었다.결혼상태,교육정도에서는 각각 기혼
(84.4%)과 고졸(30.6%)이 가장 많았고,주돌봄자 및 BMI는 각각 배우자(42.8%),
18.5～24.9(66.7%)이 가장 많았다.흡연자는 20.6%,음주자는 15.6%이었다.

2.질환관련특성으로 주 진단명은 악성종양이(29.4%)가장 많았고,유병기간은 6
개월 미만이(49.4%)가장 많았고,동반질환을 가진 대상자는 83.9%이었으며,동반
질환의 종류로 고혈압(55.0%)이 가장 많았다.수술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64.4%이
었고,입원기간 내 침습시술을 경험한 대상자는 32.8%이었다.

3.낙상 위험 요인에서 입원 중 낙상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고 대답한 경우는
25.6%,교육방법 중 구두(65.2%)가 가장 많았다.최근 1년 이내에 낙상을 경험한
대상자는 42.2%이었고,낙상 횟수는 1회(64.5%)가 가장 많았다.기동성은 독립적
이동이 가능한 경우(43.9%)가 가장 많았고,보조 기구는 35.6%가 사용하였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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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의 67.2%가 수액요법 중 이었고,의료 기구는 22.8%가 사용 중이었고,배액관
은 13.3%가 삽입하고 있었다.대상자들은 평균 5.9개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고,
약물종류로 고혈압제(48.3%)가 가장 많았으며,낙상위험증상은 최대 8개,평균 2.7
개 가지고 있었고,수면장애(42.2%)를 가장 많이 호소하였다.

4.낙상 태도는 4점 척도에 평균이 2.88±0.45점이었고,낙상 지식은 12점 만점에
평균 7.75±2.00점이었으며,정답률은 40.6～85.6%이었다.

5.대상자의 특성 및 낙상 위험 요인에 따른 태도와 지식의 차이에서 태도에서
는 연령,흡연,음주,동반질환,수술경험,낙상경험,기동성,보조기구 사용,이뇨
제,항우울제,항불안제 복용과 수면장애,우울 유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낙
상위험증상 개수와 복용약물개수에서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보였다.주관적 낙
상위험도와 병원낙상사정점수와 Morsefallscale의 점수가 높아질수록 낙상태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한편 낙상 지식에서는 교육정도와 이뇨제 복용과 불안
유무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6.회귀분석결과 낙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유의변수는 각각 주관적 낙
상위험도,병원낙상위험점수,항불안제 순이었으며,35.4%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볼 때,종합병원에 입원한 노인 환자들은 낙상의 내인적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내인적요인은 낙상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고,노인 환자들에 대한 낙상 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낙상과 관련된 태도 개선과 낙상 지식의 향상이 필요하다.이
에 낙상예방에 대한 자세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간호사들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간
호사들이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낙상 예방 교육프
로그램의 빠른 개발이 필요하겠다.
���������������������������������������������������������������������������

핵심되는 말:노인,낙상,태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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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론론론

AAA...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980년에 3.8%이었으나 노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2000년에는 7.1%로 증가하여 이미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
으며,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가,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
로 예상 된다(통계청,2005).
낙상 및 이에 동반되는 손상은 전 연령층에서 발생되나,특히 65세 이상의 노인

에서 많이 발생하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낙상 발생률이 높아진다(이현숙,1997).65
세 이상의 1/3이상이 적어도 한번 낙상을 경험하고 있으며,국내에서 지난 1년간
낙상을 경험한 노인은 지역사회 재가 노인에서는 25.9%(김민정,2004)에서 51.8%
(박영혜,2004),양로원 노인에서는 30.3%(김민정,조한규,선우성,김성원과 조홍
준,1999),노인요양시설의 경우 24.2%(노준희,2006)이었다.그리고 노인전문병원
의 경우 21.2%(노준희,2006),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한 뇌졸중 환자의 낙상 경험은
14.2%(박미화와 송경애,2005)이었고,종합병원에서 발생한 낙상사고 31건 중 16건
(51.6%)이 65세 이상 노인이었으며(이현숙,1997),입원 중 발생한 전체 138건의
낙상사고 중 60세 이상은 68건으로 49.3%를 차지하였다(김철규,2002).미국의 경
우에도 해마다 65세 이상 노인의 약 30%가 낙상을 하고,80세 이상이 되면 이 비
율은 50%로 증가하며(Tibbitts,1996),지역사회 재가 노인의 1/3,시설노인의 1/2
이상이 매년 낙상을 경험(Ruchinskas,2003)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국내외적
으로 낙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에서 적게는 20%이상,크게는 50%정도에서 발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상으로 인한 임상적 문제점은 골다공증이나 보호반사의 감소와 같은 신체상

태와 더 많이 관련되므로(조경환,1997),생물학적으로 노화과정에 있으면서 만성
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노인들은 낙상으로 인해 골절,뇌손상 등의 신체상해를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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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입게 된다(송경애,문정순,강성실과 최정현,2001).낙상을 경험한 노인 중
50%에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건강문제가 야기되는데,이 중 10%는 의학적 처
치가 필요하고 5%는 골절을 경험하며,낙상과 관련된 상해로 입원한 노인의 50%
는 1년 이내에 사망하게 되고(Tinetti,Speechley,& Ginter,1988),Fuller(2000)는
낙상은 사고로 인한 노인 사망원인의 70%를 차지하고,응급실을 방문하는 노인
환자의 24%가 낙상으로 인한 것이며,낙상을 경험한 노인의 10-20%는 상해를 입
게 되고,2-6%는 골절을 입게 되어 낙상은 노인의 이환율과 사망률의 주요한 원
인이 된다고 하였다.낙상은 유발된 통증으로 인해 활동이 제한되고 노인의 독립
적인 생활에 지장을 주며,신체적 손상이 없다고 할지라도 다시 넘어질지 모른다
는 두려움 때문에 노인의 신체적 활동을 감소시키고,사회적 활동도 제한시키므로
(송경애,문정순과 강성실 등,2001),신체가 더욱 쇠약해져 낙상의 위험이 증가하
고 또한 다른 질병에 이환되기 쉬운 상태에 빠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김성원,양
윤준,어광수,조홍준과 김영식,1998).
이와 같이 노인에게 있어 낙상은 심각한 건강 위협요인으로서 비단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노인이 병원이나 의료기관에 장기간 입원하게 되면 의료비
지출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심리적·육체적·경제적 부담도 늘어나 심
각한 가족문제를 야기하는 사회문제이기도 하다(박영혜,2004).
Miller(2002)는 노인들의 경우에는 특징적인 질병유형과 더불어 노화과정에 따른

생리적 변화로 인하여 다른 연령층의 입원환자보다 낙상위험이 10배나 높아진다
고 했다.병원에 입원 중인 노인 환자의 낙상 빈도는 지역사회와 보호시설에서 발
생하는 낙상의 빈도 사이에 해당하며,1000명의 환자 당 0.6-3.6명이 낙상을 경험
하고 있다(대한노인병학회,2005).낙상은 의료기관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의 하나(Sutton,Standan,& Wallace,1994)이며,AminaHuda& LowellC.
Wise(1998)는 병원의 사건보고 중 70-80%가 낙상관련이고 1년 동안 재원환자 중
2-10%에서 낙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하였고,국내의 한 조사보고서에도 병원
의 환자 안전관리 관련 의료분쟁에서 가장 많은 것이 낙상이었다(한국소비자보호
원,2006).또한 낙상으로 인한 손상의 치료로 재원일수가 늘어나고 검사나 수술로
인한 치료비용의 추가부담과 의료과실로 소송이 제기되는 가장 일반적인 원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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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가 되고 있다(HendrichA,NyhuisA,KoppenbrockT,SojaME,1995).입원
환자의 의료소송 중 낙상이 7%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이에 대한 간호사의 태만
에 대한 책임을 주로 묻는 것으로 나타났다(MoskowskiE.S.,1984).이처럼 낙상
사고에 대한 책임을 주로 의료진에게 묻는 경향이 있으므로 의료진은 환자의 낙
상 위험을 확인하고 낙상 위험 요인을 사정하여 적절한 중재를 제공하여야한다
(김철규,2002).
이와 같이 낙상은 입원환자에게 흔히 발생될 수 있는 문제로 환자,가족,간호제

공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간호의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다(SpellbringA.M.,1992).
그러나 노인 스스로가 나이가 들면서 ‘자주 넘어지는 것은 병이 아니다’라는 생각,
낙상으로 인한 손상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보호시설로의 격리에
대한 염려 등으로 의료진이나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의료진조차
노인 환자들을 대할 때 병력이나,이학적 진찰 과정에서 낙상에 대해 간과하는 경
향이 있어 적절히 평가 처치되지 못하기도 하였다(대한노인병학회,2005).
낙상은 불의의 사고라기보다는 예측과 예방이 가능한 건강문제로서,사고를 예

방하기 위해서 먼저 유해 요인을 확인하여 교육을 통하여 사고발생을 막을 수 있
다(이경자,이정렬,강규숙과 한정식,1995).그리고 노인의 교육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 질병과 예방책에 관한 교육 및 상담이 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되
었다.이는 예방이 가능한 낙상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내용이다
(이순희,2001).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낙상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낙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인과 그의 가족 그리고 의료인들을 교육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며,이를
위한 효과적인 낙상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낙상에 대한 태도와
지식조사가 필요하다.그동안 국내에서 시행된 낙상 연구의 대부분은 낙상관련 요
인 및 낙상실태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신경림,김정선과 신수진(2004)이
안전사고에 대한 지식,태도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나,대상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
는 저소득 여성노인으로,종합병원에 입원한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낙상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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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종합병원에 입원한 노인을 대상으로 낙상에 대한
태도와 지식을 파악함으로서 임상에 알맞은 낙상예방프로그램 개발 및 낙상 예방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BBB...연연연구구구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에서는 일개 종합병원 노인 환자의 낙상에 대한 태도와 지식을 조사하

고자 한다.
1)노인환자의 낙상에 대한 태도와 지식을 파악한다.
2)노인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낙상에 대한 태도와 지식을 파악한다.
3)노인환자의 낙상 위험 요인에 따른 낙상에 대한 태도와 지식을 파악한다.
4)낙상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한다.

CCC...용용용어어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1)낙상
갑자기 비의도적인 자세 변화로 인해 바닥이나 당시의 몸의 위치보다 낮은 곳

으로 넘어지거나 주저앉는 것을 말한다(Tideiksaar,2001).
본 연구에서는 실신이나 경련 등의 원인을 불문하고,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환

자가 미끄러짐,넘어짐,헛디딤,어지러워 쓰러짐 또는 떨어진 경험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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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문문헌헌헌 고고고찰찰찰

AAA...노노노인인인의의의 낙낙낙상상상
노인의 낙상에서는 낙상의 정의,노인 낙상의 발생률과 낙상결과를 중심으로 고

찰하였다.
낙상은 현 위치보다 낮은 위치나 바닥으로,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넘어지거나

주저앉는 것이다(Tinetti& Speechly,1989).Sehested& Severin-Nielsen(1977)
은 낙상은 불균형을 교정하려는 반사기전이 부적절하거나 평형기전에 실패하여
생기는 갑작스러운 자세의 변화라고 했다.Morse,Tylko& Dixon(1987)은 낙상을
생리적 낙상과 사고낙상으로 나누었는데,생리적 낙상은 걸음걸이 장애가 있거나
보조기구를 사용하거나 자주 혼돈이 있는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경우(전체 낙상의
78%)에는 예측이 가능하며,갑자기 무릎이 꺾이거나 기절,발작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전체 낙상의 8%)에는 예측이 불가능하다.사고낙상은 의식장애가 없고,걸음
걸이 장애가 없으면서 미끄러지거나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를 말하여 전체 낙상의
14%를 차지하는데,이때에는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 줌으로써 예방이 가능하다.또
한 유사낙상은 균형을 잃고 넘어지다가 마침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의자의 등받
이,책상 모서리,벽,문틀 등 사물을 잡고 의지함으로써 낙상을 모면한 것으로 넘
어질 뻔 한 경우를 말한다(Tideiksaar,2001).
노화과정에 의한 균형의 감소,신경계 기능의 퇴화,보행능력의 감소 및 근력의

약화와 같은 신체적 변화로 인해 노인은 걸려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낙상사고
가 쉽게 발생하는데,외국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
구 중 약 35-40%에서 연간 적어도 한 번 이상의 낙상을 경험하며,이 중 약 절반
에서 2차례 이상의 낙상을 경험하고 있다.발생률은 60세 이후 점차로 증가하여
70세 이상에서는 35%,75세 이상 32-42%,80세 이상은 약 50%에서 낙상을 경험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대한노인병학회,2005;윤종률,2000;Tibbitts,
1996).우리나라 65세 이상 재가노인들의 낙상발생률은 전체 노인의 25.9%(김민정,
2004),41.1%(정영미 등,2006),45.5%(송경애,문정순,강성실 등,200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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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박영혜,2004)으로 최소 20%이상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낙상 후에는 신체적 손상,심리적 손상 및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가벼

운 정도의 손상까지 포함하면 낙상자의 1/3～3/4에서 손상이 발생할 정도로 낙상
에 의한 신체적 손상은 매우 흔하며(윤종률,2000),더욱이 낙상으로 인한 유병률
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급증하며(Lehtola,Koistinen,& Luukinen,2006),낙상으
로 골절이 생기는 경우는 10%이하지만,노인에서 위중한 손상이나 골절의 대부분
은 낙상 때문에 발생한다(윤종률,2000).Chu,Chi,& Chiu,(2005)의 연구에서 낙상
후 75.2%가 손상을 경험하였고,대부분이 타박상,찰과상,같은 경미한 손상이지
만,이 중 7.2%에서는 골절과 지주막하 혈종 등 심각한 손상을 경험하였다.
Cummings,Hudes& Nevitt(1991)의 연구에 의하면 낙상한 60세 이상 노인의 6%
가 골절,탈골,봉합해야 하는 열상 등의 손상을 입으며,55%는 경미한 연조직의
손상을 입었고,낙상 4회 중 1회는 활동의 제한을 가져왔다고 보고했다.국내연구
에서 고관절 골절로 입원한 65세 이상 노인 중 79%가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었으
며(이호택,장기정,장인화와 이영진,1994),전미양,정현철과 최명애(2001)는 낙상
으로 입원한 60세 이상 골절 노인의 52.8%가 고관절 골절이었고,전체 노인 중 하
지골절이 81.1%를 차지하여 상지골절보다 많다고 보고하였다.유명숙(2006)의 연
구에서도 낙상으로 입원한 65세 이상 노인의 가장 많았던 의학적 진단은 대퇴골
절이 58.9%으로 가장 많았고,김민정(2004)의 연구에서는 손상형태로 좌상이
27.8%으로 가장 많았으며,골절은 7.4%이었고,손상부위는 하지가 43.8%이었다.
노준희(2006)의 연구에서 대상자의 손상 형태는 노인요양시설은 타박상 35.1%,노
인전문병원은 타박상과 골절이 32.7%로 가장 많았으며,손상 부위는 두 군 모두
하지가 각각 28.6%,33.3%로 가장 많았다.노인은 낙상으로 인해 주로 하지에 손
상을 많이 당하는데,고관절 골절은 처음 3개월간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며,고
관절 골절 후 33-48%만이 골절전의 일상생활을 회복하며,21%는 12개월에 걸쳐
일상생활로 회복을 되찾는다.또한 고관절 골절 6개월 후 80%는 적어도 한가지의
의존적인 일상생활을 하게 된다(Whitehead,Miller& Crotty,2003).노인에서 낙
상은 직간접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미국의 경우 사고에 의한 사망은
65세 이상 노인의 여섯 번째 사망원인이며,이 사고사의 가장 큰 원인이 낙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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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합병증이고(윤종률,2000),비의도적 사고의 사망률과 입원률을 조사한 연구에
서 낙상사고는 17.2%의 사망률을 차지한다고 보고하였다(Scallan, Staines,
Fitzpatrick,Laffoy,& Kelly,2004).또한 낙상군과 비 낙상군의 5년간 생존율을
비교한 연구에서 추적 관찰기간 5년 안에 낙상군은 75%가 사망하였고 비 낙상군
은 58%가 사망하였으며,낙상군의 낙상 후 사망 시 까지 평균기간은 974일로 비
낙상군의 1139일 보다 짧았다(Nurmi,Luthje,& Kataja,2004).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의 사고사 중 낙상에 의한 사고사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인구 10만 명
당 낙상에 의한 사망률은 2005년도 65-69세에서 15.4명,70-74세 23.8명,75-79세
45명,80-84세 98.2명,85세 이상에서는 240.4명으로 낙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사
망률도 증가하고 있다(통계청,2005).
낙상이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낙상에 대한 공포,자신감의

상실,보행의 제한 등으로 기능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그러므로 활동 및 운동성이
감소하여 독립적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게 된다(염태형 등,
2001).낙상 후 기능장애로 인해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비율이 50%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으며,노인들이 이처럼 와병상태에 있으면 각종 질병발생의 위
험이 증가하고 이전보다 저 늙고 노쇠해진다.그 결과 독립성 저하,입원,요양기
관 입소,사망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이런 가능성은 나이가 많을수록,만
성질환을 가진 노인일수록,평소 ADL의 저하가 심할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윤종
률,2000).낙상으로 인한 대퇴골절 후 입원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오희영과 임영
미(2003)의 연구에서도 대상자의 72.2%가 다시 낙상하게 될까 봐 두렵다고 하였
고,이들 중 50.5%가 두렵기 때문에 활동을 제한한다고 하였고,이것이 다시 낙상
의 위험요인이 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Huang,Gau,Lin& Kakurai,2003).
또한 낙상으로 인한 의료비용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2004년 65세 이상 노인의료

비가 5조 1100원으로 노인의 낙상을 포함한 손상은 연간 총 진료비의 7.51%를 차
지하며,2005년 진료비로 735억원에 이르러 상위 네 번째에 속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2003).엄지연(2006)의 연구에서 낙상으로 병원에 입원했
던 65세 이상 노인환자들 중 수술치료를 받은 대상자는 83.1%이었고,28.2%가 재
활치료를 받았으며,대상자들의 평균 재원일수는 20.8일이었다.낙상으로 인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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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 1인당 진료비 총액은 평균 631만원 이었고,1인당 환자부담 총액은 평균 267
만원이었다.유명숙(2006)의 연구결과 수술적 치료는 81.25%가 받았으며,평균입원
일수는 16.41일이었고,1인 당 총 발생의료비 평균액은 697만원이었고,1인당 자기
부담액은 370만원이었고,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일 병원에 연간 약 2억 8천만
원 이상의 비용을 낙상노인을 위한 의료비로 지급했음을 시사하며,낙상노인이나
그 가족은 약 3억 2천만원 이상의 비용을 낙상으로 인한 치료비로 지급했음을 말
해준다.
이와 같이 낙상은 노인에게 빈번히 일어나는 사고이며,신체적,심리적 손상을

발생시키고 이러한 손상으로 인해 의료비용이 증가하여 개인과 사회의 경제적 부
담을 가중시킨다.또한 일상 활동을 제한하여 독립성을 상실하게 하여 시설이나
병원에 입원하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이렇게 낙상은 개인,가족을 넘어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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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노노노인인인의의의 낙낙낙상상상 위위위험험험 요요요인인인
낙상의 위험 요인은 노화와 관련된 생리학적 변화,병리적 변화,그리고 약물의

부작용과 같은 내인적요인과 환경과 부적절한 보행 보조기,신발과 같은 외적인
요인으로 구분되나 한 가지 요인보다는 여러 가지 요인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의
해서 발생 한다(송경애,문정순과 이광수,2004).

111... 내내내인인인적적적요요요인인인

낙상과 관련된 내인적요인으로는 연령의 증가,노화와 관련된 변화와 만성질환
과 약물복용 등이 있다.
1)연령의 증가
연령자체가 낙상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이며,특히 80세 이상의 고령과 낙상과

의 연관성은 매우 높다(대한노인병학회,2005).권인각과 김경희(2007)의 연구에서
연령이 1세 증가하면 낙상위험률이 1.208배 증가한다고 하였다.유명숙(2006)의 낙
상으로 입원한 노인의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에서도 연령은 80세 이상이 30.8%으
로 가장 많았고,종합병원 입원환자 낙상발생 실태와 낙상 관련 원인을 조사한 김
철규(2002)의 연구에서도 낙상환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49.3%으로 가
장 많았다.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 박영혜(2004)의 연구에서 낙상 위험요인 13가
지 항목 중 가장 점수가 높은 항목은 연령이었고,시설 노인을 대상으로 한
Huang등(2003)의 연구에서 낙상을 경험한 노인의 연령은 81-85세가 33.3%로 가
장 많았으며,병원 입원환자의 낙상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낙상군의 평균 나이가
78.9세로 비 낙상군의 74.7세보다 많았다(O'Hagan,& O'Connell,2005).즉,고 연
령 자체가 낙상을 발생시키는 주요한 내적 위험요인으로 대부분의 연구에서 낙상
발생은 75-85세 연령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엄지연,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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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노화와 관련된 변화
노화와 관련된 변화에는 신체적 변화와 심리적 변화로 나눌 수 있다.
신체적 변화로 시각과 청각,근골격계와 고유감각의 변화와 수면장애에 대해 고

찰하였다.우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시각의 변화로 시력감소,명도나 색상 대조
판별력 감소,깊이 판별력 감소,암적응,양안 조절능 감소,눈부심 증가가 나타나
서 주변의 장애물이나 위험 지역을 판별하는 능력이 감소하게 되고(대한노인병학
회,2005),백내장,녹내장 같은 눈에서의 질환이 낙상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며,심
지어는 심한 시각 손상 없이 시·지각능력과 정확성의 감소만으로도 환경적 요소와
결합하여 낙상을 일으킬 수 있다(정낙수 & 최규환,2001).김민정(2004)의 연구에
서 시력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낙상을 일으킬 확률이 4.59배 높다고 하였고,낙상에
의한 골절로 입원한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시력장
애를 가진 낙상 환자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으며(이은주 & 김춘길,2003),지역사
회 재가 노인의 낙상 위험 요인을 조사한 박영혜(2004)의 연구 결과 중 시력에서
낙상군이 비낙상군에 비해 낙상 위험 요인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Legood,
Scuffham,& Cryer(2002)는 여러 문헌을 고찰한 결과 75세 이상 노인에서 낙상과
시력장애는 유의한 관계가 있고,시력저하가 있는 노인들은 보행능력의 저하로 인
해 정상 시력을 가진 같은 연령의 노인들보다 낙상 위험이 1.7배 높고,낙상의 재
발 가능성도 1.9배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65세 이상의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시
력저하와 낙상의 연관성을 연구한 Coleman등(2004)의 연구에서도 안정된 시력을
지닌 노인에 비해 시력저하가 있는 노인이 1년 이내 1회 이상의 낙상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청각능력의 감소는 노인의 50% 정도에서 나타나는데,이는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이나 지남력을 감소시킨다(대한노인병학회,2005).75세 이
상 노인 32656명을 대상으로 청력감소가 노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Smeeth등(2002)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 대상자의 청력 저하는 기능적인 독
립성 상실의 원인이 되어 보행능력 변화의 요인이 된다고 하였으며,노인 시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103명을 대상으로 낙상 위험 요인을 조사한 Huang등
(2003)의 연구에서도 대상자의 청력저하가 낙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른 근․골격계의 변화로 관절가동 범위와 근력이 감소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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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폭이 좁아지고 보행속도가 느려지게 되며,활동을 하지 않으면 신체적 기능감소
즉 하지의 약화,보행 균형의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전미양,2001;최영희 등,
2000).노인의 경우 보행 시 골반의 운동범위나 각속도가 감소하여 젊은 사람이
골반을 움직여서 보행을 시작하는 것과는 달리 노인은 몸통을 움직여서 보행을
시작하는 경향이 생기며,이는 보행 시 하지 근육의 에너지 소모를 증가시켜 입각
기 시 신체의 균형이 불안정해지고,불안정성에 대한 신체의 대처능력을 감소시킨
다(대한노인병학회,2005).건과 인대의 석회화 현상,척추사이 추간판의 납작화
현상,척추만곡의 증가현상이 발생하는 등 자세에서의 변화가 발생하고,몸통의 전
방 굴곡과 경부의 굴곡,신체의 몸 중심점이 기저면을 벗어나 앞쪽에 위치하여 균
형이 상실될 위험이 많다(Alexander,1996).연령이 증가하면 고유감각 반응이 떨
어지고,비뚤어진 신체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반사작용도 느려지며,신체를 바른 자
세로 유지하는데,필수적인 근력도 저하될 뿐 아니라,몸의 흔들림도 많아진다.노
화에 의한 이런 모든 변화가 낙상의 위험성을 높이게 된다(윤종률,2000).Kruger,
Brazil& Kaplanski(2004)의 연구에서는 기동성의 감소,보행이나 균형감각이 저하
된 노인에게 낙상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고,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세성
동요가 증가하며(Alexander,1994),Melzer,Benjiya& Kaplanski(2004)는 낙상을
경험한 노인에게서 균형감각의 저하,자세성 동요가 증가함을 보였다.김현만
(2004)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낙상경험이 있는 노인들은 더 높은 체지방,낮은 근
지구력과 평형성,낮은 근-신경 협응력을 보였다.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영미
등(2006)의 연구에서 낙상 노인 집단이 비낙상 노인 집단보다 보행장애가 더 많고
의자에서의 기동성이 더 낮았다.염태형 등(2001)은 낙상 경험군이 낙상 비경험군
보다 Getupandgotest의 시간이 유의하게 지연되어 보행능력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고,김수진(2004)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행시간이 유의하게 길어져
보행능력이 저하되어 있고,낙상경험에 따른 보행능력의 차이는 낙상을 경험한 대
상자의 보행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저하되어 있다고 하였다.
수면장애가 있는 노인이 낙상할 확률은 22배나 높아지며(Huang등,2003),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수면장애로 인한 낙상률은 4배 높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Luukinen,Koski,Laippala,& Kivela,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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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을 일으키는 심리적 건강요인으로 노인의 우울과 낙상의 두려움과 인지기
능 저하를 들 수 있다.우울이란 슬픈 감정이 심하고 일상생활에 대한 흥미와 관
심이 없으며 활동수준이 떨어지고 비관적이고 자기 비판적인 사고가 팽배하여 자
신이 처한 상황을 어둡게 보고 사소한 일에도 의사결정을 잘 못하여 고립되어 생
활하는 것을 말하며(Pfeiffer& Davies,1997),우울과 불안은 낙상의 위험을 증가시
킨다(조준필 등,2001).염태형 등(2001)의 연구에서 노인의 우울이 낙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고,우울증이 있는 노인은 집중력의 감소로 판단력의 착오가 생길
수 있고 위험환경에 대한 지각을 못하고 낙상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Downton,
1998).Kose,Cuvalsi,Ekici,Otman& Karakaya(2005)은 우울이 노인 낙상에 영
향을 주는 요인으로 노인의 신체적 변화,인지장애 등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낙상을 일으키는 ‘악순환’으로 존재한다고 하였다.
낙상에 대한 두려움은 신체활동 제한 및 기능 감소를 가져와 노인 대상자의 독

립성의 저하를 야기하며,이로 인해 신체는 더욱 쇠약해지고 이것이 다시 낙상의
위험요인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노인의 삶의 질과 건강은 더욱 저하 된다
(Kressig등,2001).낙상으로 입원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낙상 재발에 대
한 두려움과 우울 등을 조사한 Mckee,Orbell,& Issaces,(2002)의 연구결과 낙상
재발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가 높은 대상자는 퇴원 후 일상생활의 기능적 활동에
제한을 보였고,이는 낙상 재발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양로원에 거주하
는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상자의 57%가 낙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
었으며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수록 우울 점수가 높고,인지기능이 낮았고,일
상 활동 수행능력이 떨어졌다(김성원 등,1998).또한 연령이 높을수록,학력이 낮
을수록,보행 시 보조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낙상경험이 있는 노인의 경우,낙상
후 손상이 있는 노인의 경우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높았고,여성,경제수준이 낮을
수록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높았다(김성원 등,1998;김수진,2004;송경애 등,
2001).
노인의 인지기능 장애로는 섬망,치매,우울 혹은 가성치매,편집상태,건망증후

군,양성 노쇠성 건망증 등이 있으며,인지기능의 변화를 동반하는 요인으로는 연
령,교육수준,역할수행정도,불안수준 등이 있다(성기월,1997).김수진(2004)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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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이 증가할수록 인지기능이 낮아졌다고 하였다.Evans,Hodgkinson,Lambert,&
Wood(2003)는 병원에 입원한 노인의 낙상 위험 요인을 조사한 문헌들을 고찰한
결과,인지기능은 혼돈과 지남력 저하 등과 관련이 있어,노인의 인지기능 저하가
낙상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하였다.노인시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378명을
대상으로 인지기능 손상정도에 따른 낙상 빈도와 상해를 조사한 Jensen,Nyberg,
Gustafson,& Lundin,(2003)의 연구에서도 인지기능 손상이 심한 노인에게서 낙상
경험이 많았으며,낙상 시 손상정도가 심해 인지기능 손상정도가 낙상 및 상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Ruchinskas(2003)는 도시지역 대학병원 재활 센
터에 방문한 165명의 노인을 낙상 경험자와 낙상 비경험자로 나누어 인지기능을
측정하였는데 낙상을 경험한 노인군의 인지기능이 낙상을 경험하지 않은 노인군
보다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있음이 나타났고,인지기능이 낙상과 관련이 있음이 밝
혀졌다.우리나라 염태형 등(2001)의 연구에서도 낙상 경험군이 낙상 비경험군보
다 MMSE-K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다.종합병원에 입원한 낙상 환자 중 65세 이
상에서 인지적 장애가 가장 많았으며,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이현숙,
1997).

3)만성질환
낙상과 관련이 있는 만성질환으로 근골격계질환,신경계질환,심혈관계질환,요

실금 등을 볼 수 있는데,우선 근골격계질환은 치명적인 것은 아니나 만성통증과
불구를 초래하며 노인의 운동기능을 손상시키고 결과적으로 자가 간호와 기동성
을 제한한다(김수진,2004).고관절과 슬관절의 골관절염은 보행능력이나 계단오르
내리기 등을 제한시키며,다발성 근육통,저칼륨증 등과 같은 질환은 근력약화를
일으켜 보행이나 이동 시 문제를 발생시킨다.또한 뼈에서의 무기질이 부족한 것
이 특징인 골연화증으로 근위관절의 근력약화와 불완전한 동요성 보행이 나타난
다(Alexnader,1996).노인 낙상과 관련되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한 질환은 관절
염으로,시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1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 관절
염이 있는 노인은 관절염이 없는 노인에 비해 낙상 위험이 9배 증가한다고 보고
되었고(Huang등,2003),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한 김민정(2004)의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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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염이 있는 대상자는 낙상을 일으킬 확률이 2.85배 높다고 나타났다.또한 강
직성 척추염이나 류마토이드 관절질환은 비정상 보행과 자세에서의 불안정성을
유발하여 낙상원인이 된다(정낙수 & 최규환,2001).
낙상과 관련된 신경계질환으로는 파킨슨 질환,다발성 신경증,간질,척추장애,

운동 신경세포 질환,다발성 경화증,정신적 장애,뇌졸중,동통증후군으로 신경계
질환 중 낙상은 나이와 관련되어 두 배 이상 발생되며,균형과 보행의 장애로 인
해 낙상이 발생되게 된다(Stolze,Klebe,Zechlin& Gunther,2004).당뇨병이나 악
성빈혈,영양장애에 의한 신경병증은 하지근육의 약화와 고유지각 감각수용기의
변화를 유발하여 균형의 손상과 비정상보행을 유발시킨다(Richardson& Hurvits,
1995;Tideiksaar,1997).뇌졸중은 근력의 약화,균형감각의 저하,보행기능의 장
애,인지기능과 공간감각의 저하 등 포괄적인 기능장애를 가지므로 그에 따른 낙
상이 흔히 발생하게 된다(Rapportetal.,1993).파킨슨병은 뇌의 퇴행성 질환으로
떨림,경직,서동증,자세불안정,보행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운동 장애가 이
질환의 주된 문제이므로 대부분의 파킨슨병 환자들은 질병의 특징적인 증상이나
치료로 인한 부작용,노화로 인한 위험 요인들로 인해 68.3%의 낙상율을 보이며
이는 일반 노인의 낙상율 30%에 비해 매우 높아 파킨슨병은 노인 낙상의 위험요
인으로 알려져 있다(송경애 외,2004).
심혈관계질환은 서맥 이나 빈맥 또는 대동맥 협착증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실신

을 유발하여 낙상의 위험 요인이 된다(대한노인병학회,2000).심부정맥,경동맥결
절질환,혈압조절 부전 등과 같은 대뇌관류를 감소시키는 모든 심혈관계 질환은
낙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Lipsitz,1991).김동준(2002)의 연구에서 심장병이 있는
노인은 낙상을 일으킬 위험이 3.72배나 높다고 하였다.또한 심·호흡기계 질환은
느린 보행의 원인이 되어 낙상의 위험요인이 된다(Huang등,2003).체위성저혈압
은 65세 이상 노인의 10-30%에서 관찰되며,역시 낙상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이
는 단순한 연령의 증가만이 아니라,탈수나 자율신경계의 장애,혈관수축 조절능의
장애,약 부작용에 의해서도 야기될 수 있다(대한노인병학회,2005).
요실금은 남성과 여성에게서 낙상의 위험을 증가시키며(Rekeneire,Visseer&

Pelia,2003),Takazawa& Arisawa(2005)는 혼합성 요실금(절박성 요실금과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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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성 요실금)이 낙상의 위험요인이라 하였고,요실금이 있는 경우 낙상을 경험
할 확률이 4배 높아지고(조준필,백경원,송현종,정윤석,문혜원,2001),지역사회
여성 노인 6,049명을 대상으로 요실금의 증상과 유형을 분석한 결과 긴박뇨가 낙
상율을 26%가량 증가시켰으며,빈뇨,야뇨 및 절박성 요실금은 낙상의 직접적 요
인은 아니지만 불안정한 자세로 인해 낙상위험이 증가하게 된다고 하였다(Brown
등,2000;Rekeneire등,2003)
Colling과 Park(1983)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병원에서 8개월간 낙상 발생을 조

사한 결과 낙상자들은 평균 3개의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그중 심혈관질환 57%,
뇌혈관질환 40%,신경계질환이 29%로 가장 주요한 질환이었고,김철규(2002)의
연구에서도 낙상 발생 기간 중 주 진단은 뇌혈관질환(15.9%),악성종양(13.0%),심
장질환(11.6%) 등의 순이었고,가장 많았던 동반질환은 고혈압(33.3%),당뇨
(22.5%),심장질환(14.5%)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낙상으로 입원한 노인을 조사
한 유명숙(2006)의 연구에서 낙상위험 질병의 평균 이환 수는 1.35개였고,고혈압,
당뇨,뇌졸중의 순이었다.

4)약물복용
노인 낙상의 또 다른 내적 위험요인으로 투약은 직간접적으로 낙상과 관련이

있다(Tinetti& Speechly,1989).노인이 복용하는 약물의 상당수가 중추신경계 억
제작용(진정제,수면제 등),기립성 저혈압 유발(항고혈압제,항파킨슨제 등),또는
두 가지 모두의 작용(삼환계 항우울제,진정제)으로 신체 불안정과 낙상을 발생시
킨다(윤종률,2000).투여 약물 수와 낙상의 위험도가 비례하며 4가지 이상의 약물
은 낙상의 위험을 증가시키고(Rubenstein등,1990),9개 이상의 약물을 투약 받는
노인은 4개 이하의 약물을 투여 받는 노인에 비해 낙상의 위험이 3.3배 높다(대한
노인병학회,2005).Tanner,E.K.(2003)의 60세 이상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연구 대상자의 61%가 매일 약물 복용으로 어지러움이 일어난다고 한다.
Honeycutt& Ruessey(2002)의 연구에서는 낙상을 경험한 노인은 평균 8가지의
약물을 복용했으며,재가 노인의 낙상 관련 요인을 연구한 김민정(2004)은 60세
이상 노인이 복용하고 있는 약물의 개수는 5개 이상이 가장 많았고,평균 복용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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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개수는 3.08개였다고 하였다.염태형 등(2001)의 연구에서도 3개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노인이 낙상을 1회 경험한 군은 32%인 반면,2회 이상 경험한 군
은 60%로 보고되었다.
특히 노인은 약물 농도가 잘 축적되고 여러 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약 부

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많은 약물은 인지기능의 저하,혈압 변화,수분 전해
질 불균형,피로,의식상태 변화,졸림,어지러움증,균형 장애 등 낙상의 위험인자
들을 유발 시킨다.특히 낙상의 위험을 높이는 약물로는 Class1A 항부정맥제,디
곡신,이뇨제,항고혈압제,진통제(특히 마약성 진통제),진정수면제,항우울제,항
전간제,항정신약물 등이 있다(대한노인병학회,2005).노인에게는 반감기가 24시
간 이상인 약을 복용하면 낙상의 위험이 높아지며,benzodiazepine계 약물은 반감
기가 길어 낙상의 위험도를 증가시키고 골반골절의 위험도를 70% 증가시킨다(대
한임상노인의학회,2003).Lawlor,Patel,& Ebrahim,(2004)은 항우울제는 기립성
저혈압을 일으켜 낙상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그러므로 benzodiazepine계 약물
과 항우울제 약물의 사용은 흔하게 낙상을 일으키며,이 약들의 역효과인 체위성
저혈압,인지의 변화 그리고 어지러움은 낙상을 일으키는 위험요소가 된다
(Agostini& Tinetti,2002).이 밖에 고혈압치료제(39%),이뇨제(16%),신경차단제
(15%),디기탈리스(7%)를 낙상자들이 복용하고 있었고 (Stolzeetal.,2004),통증
조절을 위해 복용하는 NSAID계의 약물 사용도 낙상과 연관이 있어 적은 용량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Walker,Alrawi,Mitchell,Regal& Khanderia,2005).그
외에도 통증,감기,알콜성분이나 항콜린성 제제가 포함된 수면제 등의 비처방전
약들은 정신 신체적 부작용을 주어 낙상을 일으킬 수 있다(Miller,2002).
골절로 입원한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정기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대상자는 62.0%이었고,항고혈압제를 복용하는 대상자가 가장 많았으며,그 다음
으로 항고혈압제와 혈당강하제를 함께 복용하는 자,항정신약물,혈당강하제 등의
순이었고(이은주 & 김춘길,2003),엄지연(2006)의 연구에서는 정기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대상자는 69.7%이며 이들 중 고혈압제 복용자가 가장 많았고,그 다음이
당뇨약이었으며,유명숙(2006)의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평균 약물 복용 수는 3.18개
였고,45.7%에서 3가지 이상 약물을 복용하였고,낙상의 위험을 높이는 약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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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혈압제(31.2%)가 가장 많았고,다음은 경구혈당강하제와 인슐린으로 당뇨약
이었으며,정신계통 약물은 세 번째로 복용이 많은 약물이었으며,평균 복용 수는
1.33개였다.노준희(2006)는 노인요양시설의 65세 이상 노인이 복용하고 있는 약물
개수는 대상자의 75.8%가 평균 3개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으며,약의 종류는 이
뇨제,대변완화제,안정제,통증완화제 순이었고,노인전문병원 에서는 평균 6.4개,
복용개수는 5개 이상이 65.3%으로 가장 많았다.

222...외외외적적적인인인요요요인인인

낙상의 외적인 요인으로는 낙상발생장소,낙상 시 활동,낙상이 일어나는 환경,
낙상이 일어나는 시기,치료 상황과 관련된 낙상 등이 있다.
낙상발생장소로는 외국 시설의 경우 낙상의 대부분이 침실에서 발생하였으며

(Sadigh,Reimers,Andersson& Laflamme,2004),국내연구에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낙상발생률과 낙상원인을 조사한 김철규(2002)의 연구도 낙상의
대부분이 병실(72.4%)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낙상장소로 침대와 관련이
많았는데,미국의 병원 연구에서 일어나거나 침대 밖으로 나가려다가 침대에서 떨
어진 것이 36%였고(Barry,1986),우리나라 연구에서 병원에서의 침대낙상이
63.0%를 차지했으며(김철규,2003),이현숙(1997)의 연구에서도 침대에서 떨어진
경우가 8건으로 노인 낙상의 50%를 차지하여 침대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노인낙상이 발생함을 보여주었다.
병원에서의 낙상 시 환자의 활동은 침대 오르내리거나 자세변경 시,보행 및 기

립 시,화장실 이용 중,휠체어나 의자 사용이 대부분이었다(김철규,2002).병원
및 보호시설에서는 화장실이나 욕실,병실의 침상에서 이동 동작하는 중에 또는
휠체어를 사용하기 위해 자세를 바꿀 때 주로 낙상이 발생 한다(대한노인병학회,
2005).
낙상의 환경 요인으로 실내의 어두운 조명,미끄러운 바닥 등의 여러 가지 환경

적 장애물이 포함되는데,노인이 실내 디자인 요소 중 낙상의 위험으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조명이었고,노인의 시력 감퇴와 어두움에 대한 조절 능력의 쇠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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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에 대한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요소로 느껴지고 있다고 한다.특히 조명이 없
는 계단에 대해서는 82.1%의 노인들이 매우 위험해 보인다고 응답하였는데,계단
을 포함한 통로 공간 등에 조명 설치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며,연
령이 증가할수록 노인들이 어두움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조명의 밝기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다(박희진,2000).특히 집이 아닌 시설의 경우 복도 안쪽까지 햇
빛이 유입되지 않아 노인이 어둠침침한 분위기를 느낌으로써 심리적인 우울감을
유발 시킬 수 있어 조명시설을 밝게 설치해야한다(최지혜 등,2004).시설과 병원
같은 장소에서는 물이나 소변이 바닥에 흘려져 있어 걸어 다니다가 미끄러져 낙
상이 발생되거나,침대나 휠체어의 고정 장치가 고장 난 경우,워커 등 보조기구의
낡은 고무 팁이나 환자의 규격에 맞지 않으면 또한 낙상의 원인이 되며,정신상태
가 불안정한 경우 침대난간이 올라가 있는 것을 모르고 노인이 넘어오다가 또는
난간이 내려있는 줄 모르고 노인이 의지하다 낙상이 발생한다(Tideiksaar,1998;
Morse,2002).또한 바닥위의 사물,불안전한 의자 다리,불안전한 발판,가로지르
는 전선코드와 같은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는 환경적 위험은 낙상과 흔하게
관련된 것들이다(Stevens,D'Arcy,Holman& Bennett,2001).부적절한 신발은
보행과 균형능력을 저하시키는데 높고 좁은 신발은 서있거나 걸을 때 보폭을 감
소시키고 자세 중심을 불안정하게 하여 낙상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또한 너무 큰
신발 또는 맨발로 가죽 깔창을 댄 신발을 신거나 미끄러짐 방지를 위해 고무 밑
창을 댄 신발로 나무 바닥을 걸을 때도 앞으로 기울어 낙상의 원인이 된다
(Tideiksaar,2001).
미국 병원의 경우 낙상사고는 주로 저녁이나 밤에 일어났고,낙상 발생 환자의

29%가 입원 첫 주에 사고가 발생되었으며,특히 익숙하지 않은 환경으로 인해 입
원 첫 날에 낙상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했다(Barry,1986).우리나라 병원에서도
간호사 근무 시간별 낙상 발생빈도는 밤번 근무시간이 47.8%로 가장 많았고,연령
군별로 낙상 발생 시간의 차이를 볼 때,노인의 낙상이 밤번 근무시간에 가장 많
이 발생한다고 하였다(김철규,2002).
Morse,Tylko& Dixon(1985)는 치료 상황과 관련된 낙상의 위험에 대해서 정

맥치료가 낙상의 위험을 높인다고 하였는데,IV 주사대를 사용하면 상단에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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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액이 걸려있어 주사대의 균형이 잘 맞지 않고,주사대를 잡게 되면 환자의 신체
균형 중심이 변경되며,주사대의 바퀴가 부드럽게 작동하지 않아 이동 시 균형에
문제가 생기고,환자가 걷는 것 보다 정맥 주사 부위에 관심을 두어 낙상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외적 요인으로 인한 낙상의 위험은 노인의 주변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이에 대한 인식부족과 위험요인에 대한 부주의함을 문제로 볼 수 있으
며,이러한 위험요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환경 개선을 필요로 한다(노준희,2006).

CCC...낙낙낙상상상 태태태도도도와와와 지지지식식식

노인환자들의 낙상태도와 지식에 관한 선행 연구가 적어서,낙상 태도와 지식에
관한 선행논문 결과를 정리하여 고찰하였다.
Allport는 태도는 정신적,신경적 준비상태로서 경험을 통해 조직되고 관련된 모

든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개인의 행동에 직접적 혹은 역동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이라고 정의하였다(윤혜상,한미경,1998).태도는 인지(사물에 대해 각 개인이 가
지고 있는 생각,인식과 확신),감정(사물에 대한 호의적,비호의적 마음),행동(태
도의 대상에 대해 실제로 나타난 동작이나 행동의 의지)세 요소로 이루어져 있
고,태도는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반응에 역동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
며(이춘자,2003),태도가 지식과 관련성이 있음을 이미 여러 선행연구에서 입증한
사실이 있다(이은자와 강익화,2006;정미현과 신미아,2006).
김철규(2002)는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낙상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조사하

였는데,낙상관련 지식은 14점 만점에 평균 8.6점이었으며,정답률이 낮은 항목은
낙상 발생률,성별에 따른 낙상발생의 차이,낙상 발생이 빈번한 질환,의식상태,
낙상 위험요인,낙상위험약물,시간,장소,손상유형,손상정도였다고 하였다.특히
낙상위험과 관련된 약물에 대한 지식은 항고혈압제에 대하여 56.2%,이뇨제에 대
하여 37%만 알고 있었다고 하였다.낙상 태도에서는 낙상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 20 -

으로 나타났으며,낙상 발생 예방을 위한 간호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낙상 예방 교육이 입원 시 환자와 보호자에게 보조난간 사용법에 대한 내
용으로 미흡함을 알 수 있었으며,간호사도 현재의 낙상 예방 교육이 부족하다고
하였다.또한 낙상을 예측한 경우는 58.1% 뿐이므로 간호사에게 낙상위험요인과
적절한 간호중재 방안을 교육하여 환자에게 알맞은 맞춤 낙상 예방 교육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신경림,김정선,신수진(2004)은 안전사고 예방프로그램이 저소득 여성노인의 안

전사고에 대한 지식,태도 및 예방행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실시하
였는데,예방프로그램 실시 후 안전사고에 대한 지식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고,안
전사고에 대한 태도인 유익성과 자아효능감이 증가하였으며,장애성이 감소하였다
고 하였다.즉,안전사고 예방의 필요성을 고취시키고 어려움을 줄이고 태도의 변
화를 가져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Deery,Day& Fildes(2000)는 60세 이상 노인 361명 대상으로 약 90분간의 프

리젠테이션 후 낙상예방에 대한 태도,지식,행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지식점수가
증가하고 낙상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고 예방행위가 증가함을 보고 했다.
신경림,신수진,김정선,김진영(2005)은 낙상예방프로그램적용 후 실험군의 낙상

에 대한 지식과 자기효능감이 각각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낙상예방 교
육의 필요성과 예방을 위한 대처전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낙상
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태도의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여러 문헌에서 나타났듯이 낙상은 노인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이며,낙상

의 결과로 인해 노인 자신뿐만 아니라,가족,사회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기본적으로 질환을 가지고 입원한 노인은 피해가 더 심각할 수 있으나,지
금까지의 노인낙상에 관한 연구는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져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입원한 노인 환자의 낙상발생을 줄
이기 위해서는 외적요인을 제거하는 동시에 교육 및 낙상예방프로그램을 통해 낙
상 개념을 명확히 하고 낙상위험요인 및 낙상의 결과에 대한 지식을 높이고,낙상
예방 의식을 높여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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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AAA...연연연구구구 설설설계계계

종합병원에 입원해 있는 노인의 낙상에 대한 지식 및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횡단적조사연구이다.

BBB...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자자자

본 연구는 서울 시내 3차 C종합병원에 2007년 4월 23일-5월27일 사이에 정신
과 병동과 중환자실을 제외한 병동에 입원한 65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선정 기준에 따라 표집한 1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1)진단 받은 정신질환이나 인지장애가 없는 자
2)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자
3)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설문참여에 동의한 자

CCC...연연연구구구 도도도구구구

1)인구학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
대상자의 성별,연령,교육정도,결혼상태,주돌봄자,BMI등의 인구학적 특성과

진단명,유병기간,동반질환,수술 및 침습시술 경험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2)낙상 위험 요인
낙상과 관련된 여러 문헌과 낙상 위험사정도구를 토대로 최근 1년간의 낙상경

험 여부 및 빈도,낙상 교육 여부,낙상위험증상,기동성,보조기 사용,수액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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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와 사용 중인 의료기구와 복용중인 약물,주관적 낙상위험도 등에 관한 10문
항의 설문지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낙상위험사정도구는 MorseFallScale(MFS)(NCPS,2007)과 자료수집장소인 병

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낙상사정도구를(병원낙상사정도구) 이용하였다.MFS는
acutecaresetting에서 빠르고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낙상사정도구로 3개월 이내
낙상경험(유:25점,무:0점),동반질환 유무(유:15점,무:0점),보조기구 사용(휠
체어/침상안정/와상/간호사보조:0점,목발/지팡이/워커:15점,주변가구나 물건을
잡고 이동 시:30점),IV/Heparin lock(유:20점,무:0점),걸음걸이 상태/이동
(Normal/bedrest/immobile:0점,Weak:10점,Impaired:20점),정신상태(자신의 기
동성 능력을 알고 있는 경우:0점,자신의 기동성 한계점을 모를 경우:15점)의 6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총점은 0-125점 범위이며,점수가 높을수록 낙상위
험이 높은 것을 의미하고,51점 이상일 경우는 낙상고위험을 의미한다.
병원낙상사정도구는 연령(0-3점),낙상과거력(0-3점),기동성(0-8점),지남력 장

애(0-8점),의사소통(0-3점),위험요인(0-3점),투여약물(0-3점),관련질환(0-3점)의
8개 항목으로 총점은 0-34점 범위이며,14점 이상일 경우는 낙상 고위험을 의미한
다.

3)낙상 태도와 지식 설문지
김철규(2002)가 개발한 간호사의 낙상 지식,태도 설문지를 문헌을 참고하여 연

구자가 수정 보완하였으며,이는 다시 노인 간호학을 전공한 교수 1인,간호학 교
수 1인,노인전문병동 수간호사 1인,종합병원 수간호사 1인,간호사 1인의 자문을
받아 수정하고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태도에 대한 설문지는 낙상에 대한 관심,낙상결과에 대한 인식,낙상에 대한 두

려움,낙상 예방,병원 낙상에 대한 생각 등 총 11문항이었으나 도구의 신뢰도가
낮아(Cronbach α=0.53),Inter-item correlation분석결과 문항별 신뢰도가 낮은 두
문항을 삭제한 후 9문항만을 분석에 사용하였고,4점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도구 개발 당시의 Cronbach α =0.75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 α 값은 0.65였다
지식에 대한 설문지는 낙상의 내인적요인인 약물 복용,질환,낙상 경험,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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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낙상의 결과 등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그렇다’,‘아니다’로 대답하게
하였고 총 12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낙상에 대한 지식점수가 높은 것을 의
미한다.

DDD...자자자료료료 수수수집집집 방방방법법법 및및및 절절절차차차

자료수집기간은 4월23일부터 5월 27일 사이였다.
대상자의 의무기록지를 이용하여 일반적 사항과 낙상관련 사항을 조사하였고,

낙상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조사자가 직접 면담을 통해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EEE...자자자료료료 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수집된 자료는 SPSSProgram 12.0K ver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낙상관련 특성,낙상에 대한 지식 문항 정답률,낙상

태도 현황은 실수와 백분율과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2)일반적 특성과 낙상 위험 요인에 따른 태도와 지식,태도와 지식간의 상관관

계,낙상사정점수와 태도와 지식과의 상관관계는 t-test와 ANOVA,chi-square,
PearsonCorrelation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3)낙상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은 Stepwise회귀분석을 이용하

였다.



- 24 -

ⅣⅣⅣ...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AAA...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자자자 특특특성성성

111...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성별,결혼상태,교육정도,주돌봄자,BMI,흡연과

음주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 참여한 총 180명의 평균연령은 71.4세였으며,가장 고령자는 88세였

다.연령별대로 보면 65-69세가 75명(41.7%)으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70-74
세 59명(32.8%),75-79세 33명(18.3.%),80세 이상 13명(7.2%)순이었고,성별은 남
자 89명(49.4%),여자 91명(50.6%)이었다.결혼 상태는 기혼이 152명(84.4%)으로
가장 많았고,교육정도는 각각 고졸 55명(30.6%),초졸 53명(29.4%),중졸 29명
(16.1%),대졸 이상 23명(12.8%),무학 20명(11.1%)순이었다.주돌봄자는 배우자
77명(42.8%),자녀 55명(30.6%),간병인 37명(20.6%)순이었다.BMI는 차례대로
18.5-24.9120명(66.7%),25-29.945명(25.0%),18.5미만 12명(6.7%),30-34.93명
(1.7%)으로 정상체중인 사람이 가장 많았다.흡연자가 37명(20.6%)이었으며 음주
는 ‘마신다’가 28명(15.6%)이었다.<표 1>



- 25 -

<표 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80)

특    성 구    분  n %

연    령 65-69세  75 41.7

70-74세  59 32.8

75-79세  33 18.3

80세 이상  13  7.2

성    별 남자  89 49.4

여자  91 50.6

결혼상태 기혼 152 84.4

사별  27 15.0

이혼   1  0.6

교육정도 무학  20 11.1

초졸  53 29.4

중졸  29 16.1

고졸  55 30.6

대졸 이상  23 12.8

주돌봄자 배우자  77 42.8

자녀  55 30.6

간병인  37 20.6

기타  11  6.1

B M I 18.5미만  12  6.7

18.5-24.9 120 66.7

25-29.9  45 25.0

30-34.9   3  1.7

흡    연 유  37 20.6

무 143 79.4

음    주 유  28 15.6

무 152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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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질질질환환환 특특특성성성
대상자의 질환 특성은 주 진단 특성,동반질환 특성과 수술 및 침습시술 특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대상자의 주 진단 특성은 진단명과 진단날짜와 입원기간에 대해조사 하였다.주

진단명은 악성종양이 53명(29.4%)으로 가장 많았고,근․골격계질환 30명(16.7%),
뇌․신경계질환 25명(13.9%),심혈관질환 12명(6.7%),안질환 11명(6.1%),소화기
질환,호흡기질환과 신장질환이 각각 10명(5.6%),당뇨 9명(5.0%)순이었다.진단날
짜는 6개월 미만이 89명(49.4%),3년 이상이 36명(20.0%),6개월-1년 미만사이가
24명(13.3%),1년-2년 미만 20명(11.1%),2년-3년 미만 11명(6.1%)순이었다.입원
기간은 1-5일 사이가 110명(61.1%)으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이 6-10일 40명
(22.2%),11-20일 20명(11.1%),21일 이상 15명(5.6%)이었다.<표 2>

< 표 2>대상자의 주 진단 특성
(n=180)

특    성 구    분   n %

진 단 명 악성종양   53 29.4

근골격계질환   30 16.7

뇌신경계질환   25 13.9

심혈관질환   12  6.7

안질환   11  6.1

소화기질환   10  5.6

호흡기질환   10  5.6

신장질환   10  5.6

당뇨    9  5.0

기타   10  5.6

진단날짜 6개월미만  89 49.4

6개월-1년미만  24 13.3

1년-2년미만  20 11.1

2년-3년미만  11  6.1

3년이상  36 20.0

입원기간 1-5일 110 61.1

6-10일  40 22.2

11-20일  20 11.1

21일 이상  15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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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동반질환 특성은 동반질환 유무,동반질환 개수와 동반질환 명에 대해
조사하였다.151명(83.9%)이 동반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며,평균 2.41개,최대 6개의
동반질환을 가지고 있었다.1개의 동반질환을 가진 대상자가 44명(29.1%)으로 가
장 많았고,2개 42명(27.8%),3개 34명(22.5%),4개 22명(14.6%),5개 이상 9명
(6.0%)이었다.가장 많았던 동반질환은 고혈압 99명(55.0%)이었고,당뇨 47명
(26.1%),근․골격계질환 44명(24.4%),골다공증 36명(20.0%),심혈관질환 27명
(15.0%),안질환 23명(12.8%),빈혈 22명(12.2%),비뇨기계질환 18명(10.0%),호흡
기질환 13명(7.2%),정서장애 12명(6.7%),악성종양 10명(5.6%),만성신부전 9명
(5.0%),뇌혈관질환 5명(2.8%)등의 순이었다.<표 3>

<표 3> 대상자의 동반질환 특성
(n=180)

*동반질환이 있는 대상자 중 비율임 (n/151×100)

특    성 구    분 n % 

동반질환 유 151 83.9

무  29 16.1

동반질환갯수 1개  44 29.1

2개  42 27.8

3개  34 22.5

4개  22 14.6

5개이상   9  6.0

동반질환명* 고혈압  99 55.0

당뇨  47 26.1

근골격계질환  44 24.4

골다공증  36 20.0

심혈관질환  27 15.0

안질환  23 12.8

빈혈  22 12.2

비뇨기계질환  18 10.0

호흡기질환  13  7.2

정서장애  12  6.7

악성종양  10  5.6

만성신부전   9  5.0

뇌혈관질환   5  2.8

소화기질환   4  2.2

파킨슨   3  1.7

간질환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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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수술 및 침습시술 특성은 수술 경험과 수술 횟수,침습시술 경험과 침
습시술 횟수에 대해 조사하였다.
수술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116명(64.4%)이었고,수술 횟수는 1회가 71명

(61.2%)으로 가장 많았다.입원기간 내 침습시술을 경험한 대상자는 59명(32.8%),
침습시술 횟수는 1회가 47명(78.3%)으로 가장 많았다.<표 4>

<표 4>대상자의 수술 및 침습시술 특성
(n=180)

*수술 경험이 있는 대상자 중 비율임 (n/116×100)
**침습시술을 받은 대상자 중 비율임 (n/59×100)

특    성 구    분 n %

수술경험 유 116 64.4

무  64 35.6

수술횟수* 1회  71 61.2

2회  30 25.9

3회  10  8.6

4회이상   5  4.3

침습시술 유  59 32.8

무 121 67.2

시술횟수** 1회  47 78.3

2회  11 18.3

3회   2  3.3



- 29 -

333...낙낙낙상상상 위위위험험험 요요요인인인
대상자의 낙상 위험 요인은 일반적 낙상 위험 요인,의료처치와 관련된 낙상 위

험 요인,투약과 관련된 낙상 위험 요인과 낙상위험증상과 대상자의 낙상위험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낙상 위험요인은 낙상교육 유무,낙상교육 자료,낙상교육 시행

자,낙상경험,낙상 횟수,기동성과 보조기구 및 보조기구 종류에 대해 조사하였다.
낙상 교육을 받았다고 대답한 대상자는 46명(25.6%)이었고,낙상교육을 구두로

받은 경우가 30명(65.2%)으로 가장 많았다.최근 1년 이내에 낙상을 경험한 대상
자는 76명(42.2%)이었으며,낙상 횟수는 1회 49명(64.5%),2회 19명(25.0%),3회
이상 8명(10.5%)순이었다.기동성은 독립적 이동이 가능한 대상자가 79명(43.9%)
으로 가장 많았고,보조기구나 한사람의 도움으로 걷는 사람이 73명(40.5%),한사
람 도움으로 휠체어 이동이 가능 18명(10.0%),휠체어 이동 불가능 10명(5.6%)순
이었다.보조기구는 64명(35.9%)이 사용하였고,사용한 보조기구 종류는 차례대로
휠체어 36명(55.4%),지팡이 15명(23.1%),워커 8명(12.3%),네발지팡이 6명(9.2%)
순이었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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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대상자의 일반적 낙상 위험 요인
(n=180)

*낙상교육을 받은 경우의 교육자료 비율임 (n/46×100)
**낙상경험이 있는 대상자 중의 낙상횟수 비율임 (n/76×100)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대상자 중의 비율임 (n/64×100)

특    성 구    분  n %

낙상교육 유   46 25.6

무  134 74.4

교육자료* 구두   30 65.2

유인물과 구두   14 30.4

유인물    2  4.3

교육시행자 간호사   46  100

낙상경험(최근1년) 유   76 42.2

무  104 57.8

낙상횟수** 1회   49 64.5

2회   19 25.0

3회 이상    8 10.5

기동성 독립적이동가능  79 43.9

보조기구이용시독립적

이동가능
 38 21.1

한사람도움으로걷는사람  35 19.4

힌사람도움으로휠체어

이동가능
 18 10.0

휠체이동불가능  10  5.6

보조기구 유  64 35.6

무 116 64.4

보조기구 종류*** 휠체어  36 55.4

지팡이  15 23.1

워커   8 12.3

네발지팡이   6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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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의료처치와 관련된 낙상 위험 요인은 수액요법,의료기구 사용 및 개
수와 종류,배액관 삽입 여부와 개수 및 종류에 대해 조사하였다.<표 6>
121명(67.2%)의 대상자가 수액투여 중이었으며,의료기구는 41명(22.8%)이 사용

하고 있었으며,의료기구 사용개수는 1개 34명(82.9%),2개 7명(17.1%)이었고,의
료기구 종류로는 수액펌프 25명(60.9%),네블라이저 12명(29.2%),산소 9명(24.3%)
순이었다.배액관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24명(13.3%)이었고,배액관 개수는 1개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18명(75.0%)으로 가장 많았고,배액관 종류로는 유치도뇨관
과 헤모백/제이피백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각각 10명(41.6%)으로 가장 많았다.

< 표 6>대상자의 의료처치와 관련된 낙상 위험 요인
(n=180)

*의료기구를 사용하는 대상자 중의 비율임 (n/41×100)& 중복체크 (n/180×100).

**배액관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 중의 비율임 (n/24×100)
***배액관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 중의 비율임 (n/24×100)& 중복체크 (n/180×100)

특    성 구    분  n %

수액 유 121 67.2

무  59 32.8

의료기구사용 유  41 22.8

무 139 77.2

의료기구개수 1개  34 82.9

2개   7 17.1

의료기구종류* 수액펌프  25 60.9

네블라이저  12 29.2

산소  10 24.3

배액관 유  24 13.3

무 156 86.7

배액관개수** 1개  18 75.0

2개   4 16.7

3개   2  8.3

배액관 종류** 유치도뇨관  10 41.6

헤모백/제이피백  10 41.6

담즙관   4 16.6

흉부배액관   4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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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투약과 관련된 낙상 위험 요인은 복용약물개수,종류에 대해 조사하였
다.<표 7>
대상자들은 0-16개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으며,평균 5.9개의 약물을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6-10개 사이가 86명(47.8%)으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이 1-5
개가 75명(41.7%)으로 많았다.복용약물 종류로는 고혈압제가 87명(48.3%)으로 가
장 많았고,그 다음은 순서대로 항응고제/항혈소판응집제 56명(31.1%),당뇨약 48
명(26.7%),진통제 47명(26.1%),대변완화제 46명(25.6%),이뇨제 42명(23.3%),심
장질환제 34명(18.9%),호흡기질환제 32명(17.8%),말초순환개선제 21명(11.7%),
비뇨기계질환제 20명(11.7%),수면제와 항우울제가 각각 17명(9.4%),항전간제 16
명(8.9%),항불안제 15명(8.3%)순이었다.

<표 7>대상자의 투약과 관련된 낙상 위험 요인
(n=180)

*중복체크 (n/180×100)

특    성 구    분 n  %

복용약물개수 0개 8  4.4

1-5개 75 41.7

6-10개 86 47.8

11개이상 11  6.1

복용약물종류* 고혈압제 87 48.3

항응고제/항혈소판응집제 56 31.1

당뇨약 48 26.7

진통제 47 26.1

대변완화제 46 25.6

이뇨제 42 23.3

심장질환제 34 18.9

호흡기질환제 32 17.8

말초순환개선제 21 11.7

비뇨기계질환제 20 11.1

수면제 17 9.4

항우울제 17 9.4

항전간제 16 8.9

항불안제 15 8.3

항파킨슨제  5 2.8

강심제  4 2.2

항정신병약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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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들의 낙상위험증상은 낙상위험증상 종류와 위험 증상 개수,수면장애정도
에 대해 조사하였다.<표 8>
대상자들은 낙상과 관련된 위험증상을 0-8개 가지고 있었으며,평균 2.7개의 낙

상위험증상을 가지고 있었다.낙상위험증상종류로는 수면장애가 76명(42.2%)으로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고,배뇨장애 73명(40.6%),시력장애 70명(38.9%),통증 69
명(38.3%),어지러움 45명(25.6%),청력장애 30명(16.7%),우울 29명(16.1%),전신
쇠약 24명(13.3%),불안 21명(11.7%),마비 18명 (10.0%)순이었다.수면장애는 별
로 문제없음이 70명(38.9%)으로 가장 많았다.

<표 8>대상자의 낙상위험증상
(n=180)

*중복체크 (n/180×100)

특    성 구    분 n %

낙상위험증상* 수면장애 76 42.2

배뇨장애 73 40.6

시력장애 70 38.9

통증 69 38.3

어지러움 45 25.6

청력장애 30 16.7

우울 29 16.1

전신쇠약 24 13.3

불안 21 11.7

마비 18 10.0

체위성저혈압 17  9.4

설사  7  3.9

위험증상개수 0개  5   2.8

1-2개 85 47.2

3-4개 72 40.0

5개이상 18 10.0

수면장애 전혀 문제 없음 39 21.7

별로 문제 없음 70 38.9

다소 문제 있음 50 27.8

매우 문제 있음 21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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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질환 특성 및 낙상관련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측정한
낙상사정점수에서 MorseFallScale에서는 low risk인 경우가 87명(48.3%)으로 가
장 많았고,highrisk인 경우는 65명(36.1%)이었다.병원낙상사정도구에서는 high
risk인 경우가 78명(43.3%)이었고,그 다음이 low risk61명(33.9%)이었다.대상자
가 주관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낙상위험도는 낮은 편 94명(52.2%),높은 편 50명
(27.8%),매우 낮은 편 28명(15.6%),매우 높은 편 8명(4.4%)순이었다.<표 9>

<표 9>대상자의 낙상위험도
(n=180)

특    성 구    분 n %

Morse Fall Scale No risk 28 15.6

Low risk 87 48.3

High risk 65 36.1

병원낙상사정점수 Low risk 61 33.9

Moderate risk 41 22.8

High risk 78 43.3

주관적 낙상위험도 매우낮은편 28 15.6

낮은편 94 52.2

높은편 50 27.8

매우높은편  8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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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se낙상사정점수와 대상자가 인지하고 있는 주관적 낙상위험도와의 상관관
계는 유의수준 p<0.05에서 유의한 양적관계(r=0.184, p=.013)를 보였고,병원낙상
사정점수와 대상자의 주관적 낙상위험도의 관계는 유의수준 p<0.01수준에서 유
의한 양적관계를 나타났다(r=0.265, p=.000).<표 10>

<표 10> 주관적 낙상위험도와 낙상사정점수와의 상관관계

(n=180)

Morse fall scale 병원낙상사정점수

r p r p

주관적 낙상위험도 0.184 .013 0.265 .000

병원낙상사정점수 0.651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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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낙낙낙상상상 태태태도도도 및및및 지지지식식식

222... 낙낙낙상상상태태태도도도
낙상에 대한 노인환자의 태도는 최소값 1.89점,최대값 3.89점이었고,평균은

2.88점±0.45점(4점 척도)이었다.‘모든 노인은 낙상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3.60±0.53),‘낙상예방을 위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
다.’(3.45±0.69),‘낙상을 하면 심리적 손상이 크다고 생각한다.’(3.21±0.82),‘낙상을
하면 신체적 손상이 크다고 생각한다.’(3.07±0.82)문항이 전체 평균보다 점수가 높
았다.낙상예방 및 낙상주의에 대한 점수가 높은 반면에 낙상에 대한 관심에 대한
평균 점수(2.53±1.05)와 낙상에 대한 두려움의 평균점수는(2.47±1.10)낮았다.‘병원
에서 발생하는 낙상은 병원의 책임라고 생각한다.’(2.21±0.85)점수가 가장 낮았다.
<표 11>

<표 11>대상자의 낙상 태도문항별 평점
(n=180)

항    목 평균±표준편차

모든 노인은 낙상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60±0.53

낙상예방을 위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45±0.69

낙상을 하면 심리적 손상이 크다고 생각한다. 3.21±0.82

낙상을 하면 신체적 손상이 크다고 생각한다. 3.07±0.82

나이가 들면 낙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2.75±0.90

낙상이 내 몸 상태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2.63±0.99

낙상에 대해 관심이 있다. 2.53±1.05

낙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2.47±1.10

병원에서 발생하는 낙상은 병원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2.2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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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낙낙낙상상상 지지지식식식
낙상 관련 지식 점수는 최소 2점에서 최대 12점까지 있었으며,평균 7.75±2.00점

이었다.정답률은 40.6%-85.6%사이였고 정답률이 가장 높은 항목은 ‘가지고 있는
질병 수가 많을수록 낙상의 위험성이 커진다.’(85.6%)이었고,가장 정답률이 낮은
항목은 ‘혈압 약은 낙상과 관련이 없다.’(40.6%)이었다.정답률이 낮은 항목으로는
‘복용하는 약물 개수가 많을수록 낙상이 발생하지 않는다.’(59.4%),‘당뇨 약은 낙
상과 관련이 없다.’(47.8%),‘우울증과 낙상은 상관성이 없다.’(49.4%),‘자세변경 시
에 낙상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53.9%),‘배뇨장애는 낙상의 위험요인이다.’
(49.4%)로 약물복용으로 인한 낙상의 위험성과 낙상과 관련된 질환과 증상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2>

<표 12>대상자의 낙상 지식문항 정답률
(n=180)

문    항  n %

가지고 있는 질병 수가 많을수록 낙상의 위험성이 커진다. 154 85.6

과거 낙상을 경험한 노인은 다시 낙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140 77.8

낙상은 노인의 사망률을 증가시킨다. 138 76.7

미끄러지는 것은 낙상이 아니다. 138 76.7

노인의 고관절 골절은 대부분 낙상에 의해 생긴다. 126 70.0

노년기에 경험하는 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 낙상이다. 123 68.3

복용하는 약물 개수가 많을수록 낙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107 59.4

자세 변경 시에 낙상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97 53.9

우울증과 낙상은 상관성이 없다.  89 49.4

배뇨장애는 낙상의 위험요인이다.  89 49.4

당뇨약은 낙상과 관련이 없다.  86 47.8

혈압약은 낙상과 관련이 없다.  73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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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낙낙낙상상상 태태태도도도와와와 지지지식식식간간간의의의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낙상에 대한 태도와 지식은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었다.(r=0.307,p=.000)

이는 낙상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낙상에 대한 관심이 높고 낙상의 위험성에 대
해 더 많이 인식하고 있고,낙상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낙상예방 행동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표 13>

<표 13>낙상 태도와 지식간의 상관관계
(n=180)

CCC...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낙낙낙상상상태태태도도도 및및및 지지지식식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낙상태도와 지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성별,결
혼상태,교육정도,주돌봄자,BMI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특성은 태도에서는 연령,흡연,음주였고,지식에서는 학력

에서만 차이를 보였다.연령이 높아질수록 낙상 태도점수가 높아졌으나 80세 이상
에서는 75-79세보다 태도점수가 낮았고,65-74세 보다는 높았다(p=.005),흡연과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가 각각 태도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p=.010,p=.018).
낙상지식에서 교육정도에 따라 무학에서 중졸까지 지식점수가 유의하게 높아졌

고,고졸이 무학보다는 지식점수가 높았으나,중졸보다 지식점수가 낮았으며,대졸
이상이 지식점수가 가장 낮았다(p=.024).<표 14>
<표 14>일반적 특성에 따른 낙상 태도 및 지식

태도

r p

지식 0.307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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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80)

태도 지식

특   성 구   분 n M(SD) t/F(p) M(SD) t/F(p)

성별 남  89 2.81(0.30) 0.658(.512) 7.59(2.01) -1.021(.309)

여  91 2.78(0.28) 7.90(2.00)

연령 65-69세  75 2.78(0.44) 3.512(.016) 7.77(2.14)  1.198(.312)

70-74세  59 2.87(0.45) 7.57(2.04)

75-79세  33 3.04(0.45) 8.24(1.62)

80세 이상  13 2.89(0.20) 7.15(1.81)

결혼상태 기혼 152 2.85(0.45) 2.547(.081) 7.76(2.04)  0.282(.755)

이혼    1     2.44(-)     9.00(-)

사별  27 3.04(0.42) 7.59(1.82)

교육정도 무학  20 2.79(0.30) 0.944(.440) 7.50(1.96)  2.895(.024)

초졸  53 2.88(0.28) 7.96(1.90)

중졸  29 2.79(0.27) 8.13(2.01)

고졸  55 2.88(0.25) 7.94(1.84)

대졸이상  23 2.85(0.32) 6.52(2.33)

주돌봄자 배우자  77 2.77(0.42) 0.366(.255) 7.72(2.01)  0.535(.659)

자녀  55 2.91(0.46) 7.70(2.05)

간병인  37 3.08(0.43) 8.02(1.70)

기타  11 2.80(0.50) 7.18(2.99)

BMI 18.5미만  12 2.87(0.63) 0.053(.984) 8.25(1.86)  0.292(.831)

18.5-24.9 120 2.87(0.44) 7.72(2.02)

25-29.9  45 2.89(0.41) 7.66(2.00)

30-34.9   3 2.96(0.67) 8.00(2.64)

흡연 피우지않음 143 2.83(0.29) 2.256(.025) 7.87(2.01)  1.638(.103)

피움  37 2.70(0.31) 7.27(1.95)

음주 마시지않음 152 2.86(0.29) 2.391(.018) 7.80(2.00)  0.891(.414)

마심  28 2.80(0.24) 7.46(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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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에 따른 차이를 비교한 결과 주 진단,진단날짜,침습시술 경험과 낙상 태도
및 지식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동반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동반질
환이 없는 대상자보다 태도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p=.029),수술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태도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p=.009)<표 15>

<표 15> 질환 특성에 따른 낙상 태도 및 지식
(수=180)

태도 지식

특성 구분 n M(SD) t/F(p) M(SD) t/F(p)

주진단 악성종양  53 2.82(0.43) 1.218(.287) 7.84(1.99)  1.030(.418)

심혈관질환  12 2.80(0.44) 7.25(2.13)

뇌신경계질환  25 2.80(0.47) 6.92(1.86)

당뇨   9 3.16(0.45) 7.77(1.56)

소화기질환  10 2.68(0.38) 8.80(1.93)

안질환  11 2.97(0.40) 8.18(2.48)

호흡기질환  10 2.85(0.29) 8.20(2.29)

신장질환  10 2.98(0.57) 8.10(2.02)

근골격계질환  30 3.01(0.44) 7.73(1.81)

기타  10 2.87(0.55) 7.60(2.31)

진단날짜 6개월미만  89 2.87(0.47) 1.809(.129) 7.86(2.03)  0.164(.956)

6개월-1년미만  24 2.90(0.38) 7.62(2.24)

1년-2년미만  20 2.91(0.43) 7.75(1.77)

2년-3년미만  11 2.55(0.49) 7.63(2.50)

3년이상  36 2.96(0.41) 7.58(1.82)

동반질환 유 151 2.91(0.45) 2.199(.029) 7.86(1.89)  1.700(.091)

무  29 2.71(0.43) 7.17(2.46)

수술경험 유 116 2.80(0.30) 2.654(.009) 7.76(2.00)  0.155(.877)

무  64 2.78(0.28) 7.71(2.02)

침습시술 유  53 2.84(0.32) 1.192(.235) 7.56(1.83) -1.009(.314)

무 117 2.78(0.28) 7.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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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기간,동반질환개수,수술 횟수,침습시술 횟수와 낙상 태도와 지식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표 16>

<표 16> 질환 특성과 낙상 태도 및 지식과의 상관관계
(n=180)

태도 지식

pearson 

상관계수
p

pearson 

상관계수
p

입원기간  0.071  .345 -0.067 .077

동반질환개수  0.284  .179  0.110 .179

수술횟수  0.175  .600  0.154 .100

침습시술횟수 -0.107  .415  0.203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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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낙낙낙상상상 위위위험험험요요요인인인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낙낙낙상상상 태태태도도도 및및및 지지지식식식
낙상 경험을 한 대상자가 낙상 경험이 없는 대상자보다 낙상태도 점수가 유의

하게 높았으며(p=.000),보조기구를 사용하는 대상자가 사용하지 않는 대상자보다
태도점수가 높았다(p=.002).기동성에서는 이동시 보조가 필요하거나 이동이 불가
능한 대상자들이 독립적으로 이동이 가능한 대상자보다 태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
았다(p=.000).<표 17>

< 표 17 >낙상 위험 요인에 따른 낙상태도 및 지식
(n=180)

태도 지식

특성 구분 n M(SD) t/F(p) M(SD) t/F(p)

낙상교육 유   46 2.86(0.48) -0.259(.796) 7.89(1.86)  0.552(.582)

무  134 2.88(0.44) 7.70(2.05)

교육자료 유인물    2 3.00(0.31)  2.596(.086) 9.00(2.82)  0.573(.568)

구두   30 2.87(0.28) 7.96(1.69)

유인물구두   14 2.69(0.26) 7.57(2.17)

낙상경험 유   76 3.04(0.43)  4.121(.000) 7.82(1.71)  0.450(.653)

무  104 2.77(0.43) 7.69(2.20)

낙상횟수 1회   49 2.99(0.43)  0.811(.492) 7.95(1.67)  1.309(.278)

2회   19 3.08(0.43) 7.31(1.00)

3회    6 3.24(0.45) 8.66(3.14)

4회이상    2 3.22(0.43) 7.00(2.82)

기동성 독립적   79 2.72(0.44)  9.987(.000) 7.82(2.05)  0.103(.902)

보조적   91 3.01(0.42) 7.70(2.05)

와상   10 3.02(0.41) 7.60(1.17)

보조기구 사용함   64 3.02(0.42)  3.182(.002) 7.59(2.04) -0.775(.440)

사용안함  116 2.80(0.45) 7.83(1.99)

보조기구 휠체어   36 3.06(0.41)  1.393(.254) 7.97(1.87)  1.139(.340)

종류 지팡이   15 3.12(0.48) 7.00(2.26)

워커    6 2.75(0.23) 6.83(1.47)

네발지팡이    8 2.91(0.38) 7.7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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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받은 의료처치인 수액요법,의료기구 사용 유무와 배
액관 삽입과 낙상 태도와 지식사이에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18>

<표 18>대상자의 의료 처치에 따른 낙상태도 및 지식
(n=180)

태도 지식

특성 구분 n M(SD) t/F(p) M(SD) t/F(p)

수   액 유 121 2.71(0.44) -0.477(.634) 7.78(2.02)  0.335(.738)

무  59 2.90(0.47) 7.67(1.97)

의료기구 사용함  41 2.85(0.42) -0.451(.652) 7.43(1.73) -1.129(.260)

사용안함 139 2.89(0.46) 7.84(2.07)

의료기구 1개  34 2.86(0.42) -0.232(.818) 7.55(1.82) -0.590(.558)

개수 2개   7 2.90(0.49) 8.00(1.63)

수액펌프 유  25 2.84(0.43)  0.475(.635) 7.16(1.62)  1.590(.114)

무 155 2.89(0.45) 7.84(2.05)

분무기 유  12 2.87(0.37)  0.039(.969) 7.75(2.00)  0.000(1.000)

무 168 2.88(0.46) 7.75(2.01)

산   소 유  10 2.97(0.44) -0.667(.506) 8.40(1.17) -1.054(.293)

무 170 2.87(0.45) 7.71(2.04)

배액관 유  24 2.86(0.45)  1.232(.220) 7.78(2.04) -0.654(.514)

무 156 2.99(0.45) 7.50(1.79)

유치 유  10 3.14(0.44) -1.875(.062) 8.10(0.99) -0.566(.572)

도뇨관 무 170 2.86(0.45) 7.72(2.05)

흉부관 유   4 3.08(0.61) -0.885(.378) 7.25(1.70)  0.503(.616)

무 176 2.88(0.45) 7.76(2.01)

담즙관 유   4 3.02(0.31) -0.637(.525) 8.75(1.70) -1.007(.315)

무 176 2.88(0.45) 7.72(2.01)

헤모/ 유  10 2.87(0.52)  0.049(.961) 7.20(2.20)  0.891(.374)

제이백 무 170 2.88(0.45) 7.7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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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복용과 관련해서 이뇨제를 복용하는 대상자가 이뇨제를 복용하지 않는 대
상자보다 태도와 지식점수가 각각 유의하게 높았고(p=.040,p=.040),항우울제와
항불안제를 복용하는 대상자의 경우에 각각 태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p=.041,
p=.005).<표 19>

낙상위험증상 중 수면장애와 우울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각각 수면장애와 우
울이 없는 대상자에 비해 태도점수가 높았으며(p=.016,p=.036),불안을 가지고 있
는 대상자가 없는 대상자에 비해 지식이 유의하게 높았다(p=.026).<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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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대상자의 투약 특성에 따른 낙상 태도 및 지식
(n=180)

태도 지식

특   성 구   분 실수 M(SD) t/F(p) M(SD) t/F(p)

고혈압제 복용함  87 2.92(0.47) -1.109(.269) 7.75(2.04) -0.056(.956)

복용안함  93 2.84(0.43) 7.74(1.98)

이뇨제 복용함  42 3.01(0.48) -2.072(.040) 8.14(1.80) -2.607(.040)

복용안함 138 2.84(0.44) 7.63(2.05)

심장 복용함  34 2.87(0.44)  0.078(.938) 7.44(1.97)  0.996(.321)

질환제 복용안함 146 2.88(0.45) 7.82(2.01)

수면제 복용함   17 3.08(0.36) -1.926(.056) 7.70(1.89)  0.095(.924)

복용안함 163 2.86(0.45) 7.75(2.02)

항우울제 복용함  17 3.09(0.41) -2.055(.041) 7.70(1.89)  0.095(.924)

복용안함 163 2.86(0.45) 7.75(2.02)

변완화제 복용함  46 2.90(0.46) -0.325(.746) 7.69(1.71)  0.212(.832)

복용안함 134 2.87(0.45) 7.76(2.10)

진통제 복용함  47 2.93(0.50) -0.864(.389) 7.72(2.16)  0.105(.916)

복용안함 133 2.86(0.43) 7.75(1.95)

항불안제 복용함  15 3.20(0.43) -2.866(.005) 8.40(1.88) -1.312(.191)

복용안함 165 2.85(0.44) 7.69(2.01)

당뇨약 복용함  48 2.93(0.42) -0.860(.391) 7.91(1.89) -0.670(.503)

복용안함 132 2.86(0.46) 7.68(2.04)

비뇨기약 복용함  20 2.88(0.48) -0.045(.964) 7.75(1.77)  0.000(1.000)

복용안함 160 2.88(0.45) 7.75(2.04)

향정약 복용함   4 3.05(0.34) -0.761(.448) 7.25(1.25)  0.503(.616)

복용안함 176 2.88(0.45) 7.76(2.02)

호흡기약 복용함  32 2.87(0.37)  0.179(.858) 7.81(1.97) -0.194(.847)

복용안함 148 2.88(0.46) 7.73(2.02)

항응고/ 복용함  56 2.94(0.46) -1.150(.252) 7.64(2.09)  0.480(.632)

항혈소판 복용안함 124 2.85(0.44) 7.79(2.09)

항파킨슨 복용함   5 3.06(0.34) -0.909(.365) 6.40(1.51) 1.530(.128)

복용안함 175 2.87(0.45) 7.78(2.01)

말초 복용함  21 2.91(0.39) -0.330(.742) 7.76(1.81) -0.029(.977)

순환제 복용안함 159 2.88(0.46) 7.74(2.03)

강심제 복용함   4 3.33(0.32) -2.016(.045) 8.25(2.21) -0.503(.616)

복용안함 176 2.87(0.45) 7.73(2.00)

항전간제 복용함  16 3.06(0.36) -1.650(.101) 7.06(1.69)  1.439(.152)

복용안함 164 2.86(0.45) 7.8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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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낙상 위험 증상에 따른 낙상태도 및 지식
(n=180)

태도 지식

특   성 구   분 n M(SD) t/F(p) M(SD) t/F(p)

수면장애 유  76 2.97(0.43) -2.431(.016) 7.86(1.81) -0.675(.500)

무 104 2.81(0.45) 7.66(2.14)

시력장애 유  70 2.95(0.46) -1.567(.119) 7.75(1.97) -0.038(.970)

무 110 2.84(0.44) 7.74(2.03)

배뇨장애 유  73 2.89(0.48) -0.365(.716) 7.57(1.84)  0.964(.337)

무 107 2.87(0.43) 7.86(2.11)

통    증 유  69 2.93(0.43) -1.152(.251) 7.60(1.70)  0.743(.458)

무 111 2.85(0.46) 7.83(2.17)

어지러움 유  46 2.98(0.40) -1.800(.074) 7.95(2.05) -0.808(.420)

무 134 2.84(0.46) 7.67(1.99)

청력장애 유  30 3.02(0.40) -1.830(.069) 7.96(1.71) -0.646(.519)

무 150 2.85(0.46) 7.70(2.06)

우    울 유  29 3.04(0.42) -2.110(.036) 7.62(1.87)  0.378(.706)

무 151 2.85(0.45) 7.77(2.03)

전신쇠약 유  24 2.86(0.46) -1.722(.087) 8.08(1.69) -0.873(.384)

무 156 3.03(0.35) 7.69(2.05)

불    안 유   21 2.93(0.42) -0.557(.579) 8.66(1.90) -2.251(.026)

무  159 2.87(0.45) 7.62(1.99)

마    비 유  18 3.03(0.43) -1.507(.134) 7.88(1.71) -0.309(.758)

무 162 2.86(0.45) 7.73(2.04)

체위성 유  17 3.02(0.47) -1.354(.178) 8.23(2.10) -1.047(.296)

저혈압 무 163 2.86(0.45) 7.69(1.99)

설    사 유   7 2.92(0.44) -0.214(.831) 8.00(2.08) -0.335(.738)

무 173 2.88(0.45) 7.7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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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위험증상개수와 복용약물개수와 낙상 태도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는
데,이는 낙상위험증상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그리고 복용약물개수 많을수록 낙
상태도 점수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p=.000,p=.005).<표 21>

<표 21>낙상 위험 요인과 낙상태도와 지식과의 상관관계
(n=180)

태도 지식

r p r p

낙상위험증상개수  0.334 .000  0.074 .326

복용약물개수  0.211 .005 -0.071 .341

배액관개수 -0.370 .075 -0.050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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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위험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한 결과 낙상사정점수에 따른 낙상지식은 유의
한 차이가 없었고,낙상태도는 Morsefallscale과 병원낙상사정도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7,p=.000).낙상고위험군의 낙상 태도점수가 유의하게 높았고,
주관적 낙상위험도가 높을수록 낙상 태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p=.000),낙상
지식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22>

<표 22> 낙상위험도에 따른 낙상 태도 및 지식
(n=180)

태도 지식

특   성 구    분 n M(SD) t/F(p) M(SD) t/F(p)

Morse No risk  28 2.64(0.41)  5.172(.007) 7.71(2.03) 0.063(.939)

낙상사정 Low risk  87 2.90(0.47) 7.80(2.22)

점수 High risk  65 2.95(0.40) 7.69(1.69)

병원 Low risk  61 2.64(0.41) 15.426(.000) 7.67(2.12) 0.081(.923)

낙상사정

점수

Mode ra te 

risk
 41 2.93(0.46) 7.82(2.03)

High risk  78 3.04(0.40) 7.76(1.91)

주관적 매우낮은편  28 2.47(0.38)  23.190(.000) 7.28(2.40)   2.233(.086)

낙상도 낮은편  94 2.82(0.39) 7.56(1.87)

높은편  50 3.13(0.36) 8.22(1.88)

매우높은편   8 3.41(0.39) 8.6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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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E...낙낙낙상상상태태태도도도와와와 관관관련련련된된된 변변변수수수
낙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유의한 차이를 보인

연령,흡연 여부,음주 여부,동반 질환 유․무,수술 경험 유․무,낙상 경험 유․
무,기동성,보조기구 사용 유․무,항불안제 복용 유․무,수면장애 유․무,우울
유․무,낙상위험증상개수,복용약물개수,주관적 낙상위험도,병원낙상위험점수,
Morse낙상위험점수가 포함된 예측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stepwiseregression
을 이용하여 단계선택방법을 사용하였다.위 회귀모델에 삽입한 예측변수 중 주관
적 낙상위험점수,병원낙상위험점수,항불안제 3개의 변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이 세 개 중 가장 강력한 유의변수는 주관적 낙상위험점수(β=0.256,p=.000)이
었고,병원낙상위험점수(β=0.149,p=.002),항불안제(β=0.246,p=.038)순이었다.
이 세가지 변수를 포함한 회귀모델의 설명력은 35.4%였으며,모델의 유의성 검

정에서는 F=18.051(p=.000)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23>

<표 23>낙상태도와 관련된 독립적 변수
(n=180)

R2=0.354,F=18.051,p=.000

β SE t p
주관적 낙상위험도 0.256 0.050 5.087 .000
병원낙상위험점수 0.149 0.047 3.158 .002
항불안제(복용) 0.246 0.117 2.107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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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논논논의의의

낙상은 노인에게 흔히 일어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이다.병원에 입원한
노인환자는 노화과정에 따른 생리적 변화 및 질환으로 인하여 다른 연령층의 환
자보다 낙상 위험이 높으며,낙상으로 인한 피해도 크다.낙상은 예방이 가능한 사
고로 간주되고 있으며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낙상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검증과
낙상사정도구 개발 및 검증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이에 본 연구는
낙상 예방 프로그램 및 낙상사정도구 개발의 근거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종합병원
에 입원한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낙상 태도와 지식을 파악하고 더불어 태도와 지
식에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 최근 1년 이내에 낙상을 경험한 대상자들은 42.2%였다.이는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박영혜(2004)의 51.8%보다는 낮았으나,60세 이상 재가 노인
의 낙상발생률 21.1%(김동준,2002),65세 이상 재가 노인의 28.5%(김수진,2004),
김민정(2004)의 연구에서 나타난 25.9%의 낙상경험 보다는 높았으며,시설노인
152명을 대상으로 한 김민정,조한규,선원 외(1999)연구에서의 지난 1년 동안의
낙상 발생률 30.3% 보다도 높았다.본 연구 대상자들의 낙상 경험은 국외 연구에
서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최근 1년 이내 낙상발생률 21.3%
(Rekeneire등,2003),그리고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한 Chu등(2005)의 연구에서
의 1년간 낙상 발생률 19.3% 보다도 높았다.이렇게 낙상 경험이 높게 나타난 것
은 본 연구의 대상자인 종합병원에 입원한 노인환자들이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즉 낙상의 내적위험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낙상으로 인한 골절
등의 손상으로 입원한 대상자들이 포함되어서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복용약물개수로는 0-12개의 범위에서,1가지 이상을 복용하

는 경우가 95.6%,낙상을 경험한 대상자는 평균 6.6개,낙상을 경험하지 않은 대상
자는 평균 5.2개로,총 평균 5.8개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이는 종합병원에서
낙상을 경험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김철규(2003)의 0-8개,평균 2.1개보다 많았
고,낙상으로 입원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유명숙(2006)이 보고한 0-14개 범위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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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했으나,평균 약물 복용 개수인 3.18개 보다는 많았다.이는 종합병원에서 낙
상을 경험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보다 본 연구 대상자들인 노인들
이 더 많은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고,지역사회에서 낙
상을 경험하고 종합병원에 입원한 노인들보다도 많은 수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음
을 나타내어,질환으로 입원한 경우가 대다수 인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더 많은
수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어 낙상발생 위험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복용약물 종류로는 김철규(2003)의 입원환자 낙상 발생 실태와 원인에 관한 분

석 연구에서 낙상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종류별에서 고혈압제가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하제,이뇨제,심장약,최면진정제,진통제,항전간제의 순이었다.엄지연
(2006)의 낙상으로 입원한 노인환자에 대한 실태 조사 연구 역시 고혈압제가 가장
많았고,당뇨약,골다공증약 순이었고,그 외 수면제와 관절염,호흡기 질환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하였다.낙상 사고에 의한 골절로 입원한 노인 환자에 대한 조
사 연구를 한 전미양,정현철,최명애(2001)는 고혈압제,항우울제,진정제,혈당강
하제 순이라 하였다.유명숙(2006)의 낙상으로 입원한 노인의 관련요인에 대한 조
사 연구에서도 낙상으로 입원한 노인이 복용한 약물 중 고혈압약제가 가장 많았
고 그 다음이 당뇨약 이었다.본 연구에서도 대상자들이 가장 많이 복용하고 있었
던 약물은 고혈압제였으며 그 다음이 항응고제/항혈소판응집제,당뇨약,진통제,
대변완화제,이뇨제,심장질환제,호흡기질환제 등의 순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한 노
인환자들은 낙상 위험을 증가시키는 약물을 많이 복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반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환자가 83.9%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는데,이는 종합

병원에 입원한 노인환자의 질병유형과 양상을 연구한 박우성(2002)의 연구에서의
2개 이상의 진단건수 77.9%와 유사하다.또한 동반질환의 평균 개수가 2.41개였는
데,이는 김철규(2002)의 종합병원에서 낙상한 60세 이상의 노인의 2.09개와 유사
하다.위의 복용약물과 동반질환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한 노인
들은 복용하는 약물 개수가 많고 대다수가 동반질환을 가지고 있어 항상 낙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낙상태도와 지식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양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이는 60세 이

상의 고혈압 관리의 지식,태도 행위를 파악한 연구에서 현인숙(1995)이 고혈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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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태도에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고,이은자와 강익화
(2006)의 간호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 간에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와도 유사하다.이과 같은 결과는 낙상예방프로그램에는 지식전달과 함께 태
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포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낙상 태도는 4점 만점에 평균 2.88±0.45점 이었다.또한

낙상의 결과에 대해서 신체적 손상보다는 심리적 손상 문항의 점수가 더 높았다.
이는 여러 선행문헌에서 많은 노인들이 낙상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와
유사하다(김성원,1998;송경애,문정순,강성실 등,2001).
연령,동반질환 유무,수술경험 여부,낙상경험 여부 및 기동성,보조기구 사용여

부,항우울제와 항불안제 복용여부에 따라 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또한 수
면장애 유무와 우울 유무,그리고 낙상위험증상 개수와 복용약물 개수에 따라서도
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태도와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변수들로 회귀분석을
한 결과,낙상태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관적 낙상위험점수(β=0.256,
p=.000),병원낙상위험점수(β=0.149,p=.002),항불안제(β=0.246,p=.038)순이었다.
이는 낙상 위험 요인 중 내인적요인이 낙상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며,내인적요인이 다른 위험 요인에 비해 중요한 요인(대한노인병학회,
2005)이 된다는 연구결과와 연관성이 있으며,노인들이 경우 낙상을 예방하기 위
해서는 내인적요인 관리가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대상자들의 낙상 지식 정도는 12점 만점에,평균 7.75±2.00점이었다.약물과 낙

상과의 관련성을 묻는 항목은 전부 평균 이하의 정답률을 보였고,내적 위험요인
인 배뇨장애와 우울과 관련된 항목 또한 정답률이 낮았다.이는 일 종합병원에 근
무하는 간호사의 낙상 지식과 태도를 조사한 김철규(2002)의 연구에서 정답률이
낮은 항목이었던 낙상 발생률,성별에 따른 낙상 발생의 차이,낙상 발생이 빈번한
질환,의식상태,낙상 위험 요인,낙상위험약물과 유사하다.이는 간호대상자나 간
호제공자 모두 낙상에 대한 지식이 낮고 지식이 낮은 항목도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다.이에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일차교육자인 간호사에게 철저한 낙상 예방 교
육이 제공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입원 시에 제공되는 낙상 교육 유무와 낙상지식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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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었다.이는 Deery,Day,& Fildes(2000)가 60세 이상 노인 361명을 대상으로
한 90분간의 프레젠테이션 후 낙상예방에 대한 태도,지식,행위를 조사한 결과 지
식점수가 증가하고 낙상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고 예방행위가 증가했다고 보고
한 결과와 상반되는 결과이다.이러한 결과는 입원 시 일반적으로 환자에게 제공
되는 낙상 교육이 보조 난간 사용법과 야간등에 대한 정도로 교육내용이 미흡하
고 낙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낙상교육 또한 미흡한 수준이고 반복적으로 교
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가 낙상예방교육을 받았다고 인식하기에는 부족함 때
문으로 사료된다.권인각과 김경희(2007)는 입원 시에 제공되는 낙상교육이 낙상
경험군과 비 낙상 경험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며,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낙상 예방교육이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획일교
육보다는 대상자의 발달단계상의 특성이 고려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또한 신경림,김정선 등(2005)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서는 정보의 조직화와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단순 명료한 지식을 단기적으로 반
복해서 조직화하는 것이 지속적인 교육의 효과를 유지하는데 중요하다고 하였다.

기존 연구자들의 제언과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볼 때,종합병원에 입원한 노인
환자들은 낙상의 내인적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내인적요인
은 낙상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노인 환자들에 대한 낙상
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낙상 태도 개선과 낙
상 지식의 향상이 필요하다.이에 낙상예방에 대한 자세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간
호사들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간호사들이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낙상 예방 교육프로그램의 빠른 개발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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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본 연구는 일개 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의 낙상 태도와
지식을 파악하여,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횡단
적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 시내 3차 C종합병원에 2007년 4월 23일부터 5월 27일까지

입원한 65세 이상 노인 중 인지장애가 없고,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180명이었고,
대상자의 의무기록지를 이용하여 일반적 사항과 낙상관련 사항을 조사하였고,낙
상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조사자가 직접 면담을 통해 설문지로 자료를 수집하였
다.본 연구에서 조사한 자료를 SPSS12.0K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일반적 특성에서 평균연령은 71.4세였으며,남자 49.4%,여자 50.6%이었다.
결혼상태,교육정도에서는 각각 기혼(84.4%)과 고졸(30.6%)이 가장 많았고,주 돌
봄자,및 BMI는 각각 배우자(42.8%),18.5～24.9(66.7%)사이가 가장 많았다.흡연
자는 20.6%,음주자는 15.6%이었다.

2.질환관련특성으로 주 진단명은 악성종양이(29.4%)가장 많았고,유병기간은 6
개월 미만이(49.4%)가장 많았으며,입원기간은 1-5일(61.1%)사이가 가장 많았다.
동반질환을 가진 대상자는 83.9%이었으며,동반질환의 종류로 고혈압(55.0%)이 가
장 많았다.수술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64.4%이었고,횟수는 1회(61.2%)가 가장 많
았다.입원기간 내 침습시술을 경험한 대상자는 32.8%이었으며,횟수는 1회
(78.3%)가 가장 많았다.

3.낙상 위험 요인에서 최근 1년 이내에 낙상을 경험한 대상자는 42.2%이었고,
낙상 횟수는 1회(64.5%)가 가장 많았다.기동성은 독립적 이동이 가능한 경우
(43.9%)가 가장 많았고,보조기구나 한 사람의 도움으로 걷는 사람이 40.5%이었
고,보조기구는 35.9%가 사용하고 있었다.대상자의 67.2%가 수액을 투여 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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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22.8%가 의료기구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구
는 수액펌프(60.9%)였다.배액관은 13.3%의 대상자가 삽입하고 있었으며,유치도
뇨관과 헤모백/제이피백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가 각각 41.6%이었다.대상자들은
평균 5.9개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고,약물종류로 고혈압 약(48.3%)이 가장 많았
다.낙상위험증상은 평균 2.7개 가지고 있었고,수면장애(42.2%)가 가장 많았다..

4.주관적 낙상위험도와 병원낙상사정점수(r=0.265,p=.000)그리고 Morsefall
scale의 낙상사정점수(r=0.184,p=.013)는 유의수준 p<.05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
계가 있었다.

5. 본 연구 대상자의 낙상 태도는 평균 2.88±0.45(4점 척도)점이었으며,태도항
목 중 ‘낙상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3.60±0.53)는 응답이 가장 점수가 높았고,
‘병원에서 발생하는 낙상은 병원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2.21±0.85)가 가장 낮았
다.일반적 특성에서 낙상 태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변수로는 연령(p=.016),흡
연(p=.010),음주(p=0.18)가 있었다.질환 특성에서 동반 질환(p=.029),수술 경험
(p=.009)이 낙상 위험 요인에서는 낙상 경험(p=.000),기동성(p=.000),보조기구
(p=.002),수면장애(p=.016),우울(p=.036),약물에서는 이뇨제(p=.040),항우울제
(p=.041),항불안제(p=.005)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낙상태도와 낙상위험증상 개수(r=0.334,p=.000)그리고 복용약물 개수(r=0.211,

p=.005)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주관적 낙상위험도와 병원낙상사정점수와
Morsefallscale의 점수가 높아질수록 낙상태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6.낙상지식 점수는 7.75±2.00점이었으며,가지고 있는 질병 수가 많을수록 낙상
의 위험성이 커진다.(85.6%)가 정답률이 가장 높았고,혈압약은 낙상과 관련이 없
다.(40.6%)가 가장 정답률이 낮았다.교육 정도(p=.024),이뇨제 복용(p=.040),불안
(p=.026)의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7.낙상태도와 지식은 r=0.307(p=.000)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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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귀분석에서 낙상태도에 가장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관적 낙상
위험도,병원낙상사정점수,항불안제 복용 순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낙상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연령,흡연,
동반질환 유무,낙상경험,기동성,우울,수면장애,항우울제와 항불안제 등으로
대상자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인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았고,수액,
의료기구 사용,배액관 삽입 등 입원해서 발생한 요인은 낙상 태도에 영향을 미치
지 못했다.낙상태도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주관적 낙상 위험도 와
병원낙상사정점수,항불안제 복용이었다.낙상 지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불안 등
을 제외하고는 없었으며,낙상 교육 유무에 따라서도 차이가 없었다.
낙상 태도에 노인들의 내인적요인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주관적 낙상위험도와

낙상사정점수가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낙상 태도와 지식은 서
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므로,노인들의 낙상 인지 사정과 노인에게 알맞은
낙상 사정 도구를 통해 고위험 낙상군을 정확히 사정,평가하여 낙상에 대한 관심
과 올바른 인식을 높여주고 교육을 통한 낙상 지식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회귀분석을 통해 낙상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낙상사정점수인

결과를 바탕으로,종합병원에 입원한 노인의 위험요인을 정확히 사정할 수 있는
낙상사정도구 개발과 검증이 필요하다.

2.본 연구결과에서 낙상교육 유무에 따라 낙상 지식 및 태도에 차이를 나타내
지 않은 결과는 현재 노인 입원환자의 낙상 교육 도구 및 교육방법에 문제점이
있음을 시사한다.이에 종합병원에 입원한 노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낙상 교육 및
예방 간호가 통합된 노인 낙상예방 맞춤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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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대상자 총 180명 중 낙상교육을 받았다고 대답한 대상자는 46명(25.6%)
으로 나타났다.이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진의 적극적인 낙상 예방 교육 및 중재활
동이 요구된다.

4.본 연구는 낙상 태도와 지식만을 조사 하였으므로,낙상 행위를 포함한 낙상
태도,지식과 낙상행위에 관한 연구를 제언한다.

5.본 연구는 일 종합병원에 입원한 노인만을 대상으로 연구 하였으므로,지역사
회,노인 요양 시설 등 여러 환경에 맞는 낙상태도,지식 도구의 개발과 연구의 반
복으로 도구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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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설설설문문문지지지

2007년 4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노인간호학 전공
지도교수:이 정렬
연구자:허 정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에서 노인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먼저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본 설문지는 종합 병원에 입원한 노인 환자들의 낙상에 대한 환자의 지식수준과 

태도를 파악하고 낙상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합

니다. 

질문지의 각 항목에 대하여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며 질문지의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솔직한 답변은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협조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제공해 주시는 자료는 오직 학문적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모든 개

인적인 사항은 비밀이 유지됩니다. 

귀한 시간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 69 -

연연연구구구 참참참여여여 동동동의의의서서서

연연연구구구제제제목목목:::종종종합합합병병병원원원 노노노인인인 환환환자자자의의의 낙낙낙상상상 태태태도도도 및및및 지지지식식식

연구자:허 정윤 (연세대학교 석사과정)

본 연구의 목적은 종합병원에 입원한 노인 환자들의 낙상에 대한 환자의 지식 수
준과 태도를 조사하여 낙상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설문 결과는 노인과 관련된 학문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것이며 익명으로
진행될 것입니다.본 연구에 동의한 참여자에게 직접적인 이익은 없으나,연구가
완성되면 노인의 낙상을 예방하고 노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인은 노인 낙상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에 관해 대답할 것을 부탁 받고 자의에 의
해 참여하고자 합니다.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참여자 본인에게 어떠한 비용이나
위험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과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연구 참여 도중 원하
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참여를 거절 할 수 있음을 설명 받았습니다.

이에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본 임상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참참여여여자자자 성성성명명명::: (((서서서명명명///인인인)))

연연연구구구자자자 성성성명명명::: 허허허정정정윤윤윤 (((서서서명명명///인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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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ⅠⅠⅠ...일일일반반반적적적 사사사항항항

1.귀하의 진단명은 무엇입니까?( )
1-1.진단 날짜는 언제입니까?( )

2.동반 질환이 있습니까? 1)유 2)무
*해당질환에 모두 V 표시 하세요.
① 고혈압 ② 당뇨 ③ 심장질환 ④ 비뇨기계질환
⑤ 호흡기질환 ⑥ 신장질환 ⑦ 골다공증 ⑧ 소화기질환
⑨ 관절염 ⑩ 척추질환 ⑪ 악성종양 ⑫ 빈혈
⑬ 뇌혈관질환 ⑭ 파킨슨씨병
⑮ 기타 ( )

3.귀하는 현재 입원기간이 몇 일째입니까?:( )일째

4. 입원 시 낙상에 대한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4-1.교육자료는 무엇이었습니까?
① 유인물 ② 구두 ③ 유인물+구두 ④ 시청각
4-2.교육을 시행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① 간호사 ② 의사 ③ 병원 행정직 ④ 기타 ( )

5.귀하는 수술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 ) ② 없다.

6.귀하는 이번 입원 기간 중에 침습시술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 ) ② 없다.

7.귀하의 주 돌봄자는 누구입니까?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형제.자매 ④ 간병인 ⑤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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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 ② 여

9.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세

10.귀하의 체중과 키는 얼마입니까?
체중:( )kg 키:( )cm

11.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대학교 졸업 이상

12.귀하는 결혼 상태는 무엇입니까?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 ④ 사별 ⑤ 기타

13.귀하는 담배를 피우십니까?
① 피우지 않는다 ② 피운다.( 개피/일* 년)

14.귀하는 술을 드십니까?
① 마시지 않는다 ② 마신다.(1주일에 회,1회 음주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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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ⅡⅡⅡ...낙낙낙상상상위위위험험험요요요인인인

1.최근 1년 내에 낙상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 회) ② 없다

2.귀하는 다음의 증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개 )
* 해당 증상에 모두 V 표시 하세요.
① 전신쇠약 ② 체위성저혈압 ③ 수면장애 ④ 시력장애 ⑤ 청력장애
⑥ 어지러움 ⑦ 불안 ⑧ 우울 ⑨ 마비 ⑩ 배뇨장애
⑪ 설사 ⑫ 통증

3.귀하의 기동성은 어떠하십니까?
① 독립적 이동이 가능
② 보조기구를 사용하면 독립적 이동이 가능
③ 한 사람의 도움으로 걷는 사람
④ 한 사람의 도움으로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사람
⑤ 두 사람 이상의 도움으로 휠체어 이동이 가능
⑥ 휠체어 이동이 불가능한 사람

4.귀하는 보조기구를 이용하십니까?① 유 ② 무
4-1.(보조기구를 사용하는 분만)보조기구의 종류:

① 휠체어 ② 지팡이 ③ 네발 지팡이 ④ 워커

5.귀하는 수액/Heparinlock을 가지고 계십니까?
① 유 ② 무

6.귀하는 의료 기구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6-1.(의료기구를 사용하고 있는 분만)의료기구의 종류 와 개수:( )개

① pump ② 산소 ③ nebulizer ④ Oxymeter 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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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귀하는 수면장애가 있습니까?
① 전혀 문제가 없음 ② 별로 문제가 없음
③ 다소 문제가 있음 ④ 매우 문제가 있음

8.귀하는 어떤 약을 드시고 계십니까?
*해당하는 약을 모두 V 표시하세요.
① 고혈압약 ② 이뇨제 ③ 심장질환약 ④ 수면제
⑤ 항우울제 ⑥ 대변완화제 ⑦ 진통제 ⑧ 항불안제
⑨ 당뇨약 ⑩ 비뇨기계약 ⑪ 항정신병약 ⑫ 호흡기약
⑬ 항혈소판제/항응고제 ⑭ 항파킨슨제
⑮ 기타약물 종류 및 개수
( )

9.귀하는 현재 어떤 종류의 배액관을 가지고 계십니까?① 있다 ② 없다
9-1.배액관의 종류와 개수:( )개

① 유치도뇨관 ② 비위관 ③ 흉부배액관 ④ 담즙배액관
⑤ 헤모/제이피백 ⑥ 기타( )

10.현재 나의 낙상 위험 정도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낮은 편 ② 낮은 편 ③ 높은 편 ④ 매우 높은 편



- 74 -

<부록 C>

ⅢⅢⅢ...낙낙낙상상상 태태태도도도 측측측정정정 (((해해해당당당란란란에에에 VVV 표표표 하하하여여여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다다다음음음은은은 낙낙낙상상상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관관관심심심도도도,,,낙낙낙상상상 위위위험험험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생생생각각각을을을 측측측정정정하하하는는는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

항항항목목목 전전전혀혀혀
아아아니니니다다다

별별별로로로
아아아니니니다다다

다다다소소소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매매매우우우
그그그렇렇렇다다다

1.나는 낙상에 대해 관심이 있다.

2.나는 낙상이 내 몸 상태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3.나이가 들면 낙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4.나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낙상은 병원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5.낙상을 하면 신체적 손상이 크다고
생각한다.

6.낙상을 하면 심리적 손상이 크다고
생각한다.

7.나는 낙상예방을 위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8.나는 낙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9.나는 모든 노인은 낙상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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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

ⅣⅣⅣ...노노노인인인 낙낙낙상상상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지지지식식식(((해해해당당당란란란에에에 VVV 표표표 하하하여여여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다다다음음음은은은 노노노인인인 낙낙낙상상상과과과 관관관련련련된된된 여여여러러러 요요요인인인 및및및 결결결과과과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지지지식식식수수수준준준을을을 측측측정정정하하하는는는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

항항항목목목 그그그렇렇렇다다다 아아아니니니다다다

1.낙상은 노인의 사망률을 증가시킨다.
2.노년기에 경험하는 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낙상이다.

3.복용하는 약물 개수가 많을수록 낙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4.가지고 있는 질병 수가 많을수록 낙상의 위험성이
커진다.

5.혈압약은 낙상과 관련이 없다.

6.당뇨약은 낙상과 관련이 없다.
7.과거 낙상을 경험한 노인은 다시 낙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8.우울증과 낙상은 상관성이 없다.

9.자세 변경 시에 낙상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10.미끄러지는 것은 낙상이 아니다.

11.노인의 고관절 골절은 대부분 낙상에 의해 생긴다.

12.배뇨장애는 낙상의 위험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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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KKKnnnooowwwllleeedddgggeeeaaannndddAAAttttttiiitttuuudddeeeTTTooowwwaaarrrdddFFFaaallllllsssaaammmooonnnggg
EEEllldddeeerrrlllyyyIIInnnpppaaatttiiieeennntttsss

Hur,JungYun
DepartmentofGerontologicalCare
GraduateSchoolofNursing
YonseiUniversity

Thepurposeofthiscross-sectionalstudywastoinvestigateknowledgeand
attitudetowardsfallsamongelderlyinpatientsandtoprovidebasicdatafor
developmentoffallspreventionprogram inelderlyinpatient.Thesubjectswere
180eldersover65yearswhohospitalizedinageneralhospitalinSeoulduring
theperiod from April23to May 27,2007. Afterobtaining consentfrom
subjects,data were collected by reviewing the medicalrecords and inter
-viewingwithsubjects.Thequestionnaireconsistsoftotal45items,included
general-characteristics,riskfactorsoffalls,attitudetowardfallsandknowledge
offalls.Datawereanalyzed by SPSS 12.0K program.Descriptivestatistics
were used foranalysis ofcharacteristics ofsubjects,and t-test,ANOVA,
Chi-square,PearsonCorrelationwereusedforanalysisofrelationshipamong
variables.Stepwiseregressiontestwasperformedtoidentifyfactorsaffecting
attitudetowardfalls.
Theresultsofthestudyaresummarizedas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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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hemeanageofsubjectwas71.4years.Totalsubjectsofwhich41.7%
were65-69agegroup.Totalsubjectsofwhich49.4% wereand50.6% were
women.Oftotalsubjects,84.4% weremarriedand30.6% hadahighschool
diploma. Themajorcare-giverwasaspouse(42.8%),and 66.7% oftotal
subjectswereBMIrangedfrom 18.5to24.9,20.6% weresmokingand15.6%
weredrinkingcurrently.
2. Asfordisease-relatedcharacteristics,thelargestnumberofpatientshad

malignanttumor(29.4%),theduration ofdiagnosisoflessthan 6 months
(49.4%)and comorbiddiagnosis(83.9%).Mosttypesofcomorbiddiagnosis
was hypertension(55.0%).Thosewhohadhistoryofsurgeryaccountedfor
64.4%,experiencedaninvasiveprocedureaccountedfor32.8% oftotalsubjects.
3.Of totalsubjects,25.6% were educated about fallprevention while

hospitalizing.Verbal-typeeducation(65.2%)wasthemostcommon.Thosewho
hadanincidenceoffallsoverthelastyearaccountedfor42.2%. Ofthose,
whohadanincidenceoffallsonceaccountedfor64.5%.Byactivitystatus,
thosewhocouldperform independentlyaccountedfor43.9%,thosewhorelied
on an ambulatory aid accounted for35.6%.67.2% oftotalsubjects were
undergoing intravenous therapy.Subjects were taking 5.9 medications on
average. Antihypertensivedrugwasthemostcommon(48.3%).Thenumber
ofrisk factors forfalls were 8 atmaximum and 2.7 on average.Sleep
disturbance(42.2%)wasmostcommonsymptom.
4. Themeanscoreforattitudetowardfallswas2.88±0.45.Themeanscore

forknowledgeoffallswas7.75±2.00.Thepercentageofcorrectanswerswas
40.6to85.6%.
5.Therewassignificantbetweenassociationscoreofattitudetowardfalls

andage,smoking,drinkingamonggeneralcharacteristics.Attitudetowardfalls
werealsorelatedtocomorbiddiagnosis,history ofsurgery,history offall,
activity status,the use ofambulatory aid,diuretics,antidepressants,an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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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xiety drug,sleep disturbanceand depression. Therewasa significant
positivecorrelationbetweenlevelsofattitudetowardfallsandthenumberof
riskfactorsforfallsandthenumberofmedicationsbeingtaken.Thescorefor
attitudetowardfallsincreasedwithscoresmeasuredinself-perceivedriskof
falls,fallscaleusedinhospitalandtheMorsefallscale.Knowledgeoffalls
wassignificantlyrelatedtoeducationlevel,theuseofdiureticsandanxiety.
6. Accordingtoregressionanalysis,variablesaffectingattitudetowardfalls

includedself-perceivedriskoffall,fallscalesusedinhospitals,anti-anxiety
druginascendingorder.Thevalueof Regression'sR-Squarewas34.4%.
Thusthestudyrevealedthatelderlyinpatientshadintrinsicriskfactorsfor

thefalls.Andthosefactorshaveanimpactonattitudetowardfalls.However,
there are few training program designed to preventfalls ofelders.Itis
importanttohaveimprovedknowledgeandattitudetowardfallsallthetimeas
partoftheefforttopreventanincidenceoffalls.Itisthereforenecessaryfor
nursestobetrainingforhelpingelderspreventfallsthroughfallprevention
programs.Anddevelopmentofeffectiveeducationprogramsseemsimmin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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