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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고관절 수술을 받은 노인의 

사회적 지지 및 낙상에 대한 두려움과 조기보행의 관계 

 

본 연구는 고관절 골절로 인해 수술을 받은 노인 대상자의 보행시기 및 양상을 

파악하고 대상자의 개인적 요인 및 사회적 지지, 낙상에 대한 두려움 등의 

인지·정서요인과 조기보행의 관계를 확인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대상자는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고관절 골절 환자 중 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 67명으로, 2017년 2월부터 5월까지 Pender(2006)의 건강증진모형을 

기반으로 한 구조화된 설문지와 수술 후 1일째 보행일지를 제공하고 수술 후 보행을 

시작한 시간과 매일의 보행거리를 작성하게 하여 자료 수집을 시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one-

way ANOVA,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고관절 골절 수술 후 보행을 시작하는 시간은 평균 44.58±35.4시간 이후였으며, 

수술 후 48시간내에 조기보행을 하는 대상자는 41.8%였다. 수술 후 

보행거리(meter)는 수술 후 1일째부터 5일째까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5일간 총 보행한 평균 거리는 36.30±50.06m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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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수술 후 보행시작시간은 지연되었으며(r=-0.331, 

p=.006), 더 적은 거리를 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0.334, p=.006). 또한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낮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조기보행하는 것을 

확인하였다(r=-0.307, p=.011). 

3. 지각된 유익성(r=0.416, p=<.001)과 자기효능감(r=0.351, p=.004)이 높고, 

지각된 장애성이 낮을수록 유의하게 조기보행 하였으며(r=-0.319, p=.009), 

지각된 유익성(r=-0.567, p=<.001)과 자기효능감(r=-0.444, p=<.001)이 

클수록 고관절 수술 수 보행 시작 시간이 빨랐던 반면, 지각된 장애성(r=0.389, 

p=.001)이 클수록 고관절 수술 후 보행 시작 시간이 늦어졌다. 또한 지각된 

유익성(r=0.353, p=.003)과 자기효능감(r=0.366, p=.002)이 높을수록 

고관절수술 후 더 많은 거리를 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고관절 골절이 있는 노인이 수술 후 조기보행을 하는 데에 사회적 

지지 및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며, 지각된 유익성과 장애성, 

자기효능감 또한 조기보행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고관절 

수술 후 조기보행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정서적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고관절 수술 후 조기보행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대상자의 인지·정서적 요인을 중재할 것을 제언한다. 

핵심어: 고관절, 수술, 사회적 지지, 낙상에 대한 두려움, 조기보행,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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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고관절 골절(hip fracture)은 고관절 골두 하(subcapital), 경 경부(transcervical), 

경부 기저부(base of neck)골절로 분류되는 고관절의 골절을 의미한다(Jung, 2004). 

우리나라에서 고관절 골절 환자는 2004년 39,692명에서 2015년 76,100명으로 

10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매해 50%이상이 65세 이상의 노인환자로써 

고령화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그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6).  

이러한 고령의 고관절 골절 환자의 수술 후 1년내 사망률은 17%로 수술 후에 

낙상 전 보행능력을 회복하지 못한 경우 사망률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ho et al., 2013a). 또한 고관절 골절 수술 후 입원기간은 6일에서 39일로 

연간 의료비로는 90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등 사회, 경제적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어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Shen, Hu, Liu, & Tong, 2015; Statistics Korea, 2016). 

수술 후 조기 보행과 보행능력의 회복은 노인 대상자에게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수술 후 지속되는 침상안정기간은 섬망, 인지장애, 우울, 변비, 영양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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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정체와 요실금(urinary retention and urinary incontinence), 폐렴 그리고 욕창 

등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켜 사망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Tarazona-

Santabalbina et al., 2016). 따라서 고관절 골절 환자의 수술 후 급성기에 이루어지는 

조기 보행 및 재활은 환자가 회복하게 될 전반적 신체기능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고관절 골절 환자와 관련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수술 후 환자의 보행능력 

회복 관련요인으로 환자의 연령, 인지기능, 통증, 과거력, 영양상태 등과 함께 수술 및 

마취방법 등을 보고하였다(Chandrasekaran et al., 2014; Kim et al., 2013a; Oh & Im, 

2003a; Park, 2013). 하지만 고관절 골절 환자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에서는 

보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질병관련 요인 중심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대상자를 중재함으로써 행위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다소 제한점이 있으며, 대부분 

수술 후 6개월에 보행능력을 평가하여 수술 후 조기보행 지연에 따른 합병증 발생에 

대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관절 골절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 

외에도 사회적 지지, 낙상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대상자의 인지·정서요인을 

Pender(2006)의 건강증진모형(Health Promotion Model)에 기반하여 파악하고, 

고관절 수술을 받은 노인의 조기보행 및 보행 정도를 분석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효과적인 중재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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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60세 이상의 고관절 골절로 인해 수술을 받은 노인 대상자의 

보행시기 및 양상을 파악하고 대상자의 개인적 요인 및 사회적 지지, 낙상에 대한 

두려움 등의 인지·정서요인과 조기보행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고관절 골절 후 

조기보행을 증진시키기 위한 간호 중재개발을 위해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고관절 골절로 인해 수술을 받은 노인의 수술 후 조기보행에 대해 파악한다. 

2. 고관절 골절로 인해 수술을 받은 노인의 사회적 지지 및 낙상에 대한 두려움과 

수술 후 조기보행의 관계를 파악한다. 

3.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자기효능감과 고관절 수술 후 조기보행의 관계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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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정의 

 

1) 보행  

이론적 정의: 하지의 관절, 근육의 연속적인 운동에 의해서 신체 중심의 전방 이동을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을 말한다(Korean Academy of Nursing, 

1996).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수술 후 첫 보행을 시작한 시기(time)와 수술 후 5일간 

매일의 보행거리(meter)를 평균값으로 측정하여 보행 정도를 수량화 

하였으며, 수술 후 48시간 이내에 보행을 시작한 것은 고관절 수술 후 

‘조기보행’을 하였음을 의미한다(National Health and Medical Research 

Council, 2003).  

 

2) 지각된 건강상태 

이론적 정의: 개인의 건강에 대해 주관적으로 지각한 평가를 의미한다(Ware, 1976).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현재 건강상태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의 

단일문항에 대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Choi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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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각된 유익성 

이론적 정의: 건강관련 행위 수행 시 기대되는 이득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여 

건강행위에 동기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Becker, 1974).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Kim(1987)이 건강행위를 이행함으로써 폐용성 징후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가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기초로 본 연구자가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수술 후 보행의 유익성에 대한 지각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4) 지각된 장애성 

이론적 정의: 건강관련 행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건강행위를 피하도록 하는 

동기를 유발하는 것을 의미한다(Becker, 1974).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Kim(1987)이 건강행위 이행에 수반되는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인 부담에 대해 지각하는 장애성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기초로 본 연구자가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수술 후 보행의 장애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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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기효능감 

이론적 정의: 어떤 행동이나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Bandura, 1977).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Han(2000)이 개발한 운동에 대한 자기 효능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수술 후 보행과 관련된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6) 낙상에 대한 두려움 

이론적 정의: 낙상에 대해 염려하고 무서워하는 감정을 의미한다(Jang, 2011).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Lanchman 등(1998)이 개발한 Survey of Activities 

and Fear of Falling in the Elderly (SAFE)척도를 Sohng 등(2001)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낙상의 

두려움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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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회적 지지 

이론적 정의: 가족, 친구, 이웃, 기타 사람들에 의해 제공된 여러 형태의 도움을 

의미한다(Cobb, 1976).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Zimet 등(1988)이 개발한 MSPSS(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를 

Lee(1999)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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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고찰 

 

1. 노인의 고관절 골절과 수술 후 조기보행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노인 인구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낙상경험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인 인구의 낙상으로 초래된 골절의 50%이상이 고관절 골

절로 나타났다(Lee & Kim, 2003). 고관절 골절은 고관절 경부 골절(femur neck 

fracture)과 고관절 전자간 골절(intertrochanteric femoral fracture)의 형태로 발생

하며 드물게 고관절 전자 하 골절(subtrochanteric femoral fracture)이 발생된다

(Lim et al., 2013; Chung, 2004). 고관절 골절은 특히 70대 노인에게서 가장 많이 발

생하고 71.1%가 여성이며, 고혈압, 뇌졸중, 치매, 항정신성 약물 복용 대상자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Jeon et al., 2001). 그 외에도 골다공증, 비타민 D 

부족, 칼슘 섭취의 부족, 스테로이드 제제의 장기복용, 오랜 침상생활, 에스트로겐 부

족 등도 고관절 골절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Oh & Im, 2003b). 

고관절 골절의 치료는 조기보행 및 보행 능력의 회복을 통해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수술적 치료가 권장되고(Alarcon, 2001; Ooi, 2005), 수술적 방법으로는 골절 

부위에 따라 인공 고관절 치환술, 양극성 반치환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한다(Halder, 

1992; Parker, 2002). 골절 부위, 골절 형태, 골 질(bone quality), 내고정물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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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기저질환에 따른 예후 등을 고려하여 수술 방법이 달라지게 된다. 내고정술은 

대퇴골 전자부 골절의 표준 치료방법으로 활강 압박 고 나사(dynamic compression 

screw) 및 골수강 내 금속정(intramedullary nail)을 사용하여 골절 부위를 

지지하도록 한다(그림 1). 하지만 고관절의 불유합, 심한 전위, 무혈성 괴사가 동반된 

경우에는 양극성 반치환술을 실시하거나, 골다공증이 심한 불안정성 대퇴 전자간 

골절 대상자의 경우 인공 고관절 치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그림 1), 이는 골유합이 

어려운 노인에게 많이 추천되는 수술방법이지만 출혈, 혈전, 색전증, 감염 등의 

위험성이 내고정술보다 높다(Rozell et al., 2016). 

 

 

 

 

 

 

 

A                  B                   C                  D 

 

그림 1. 활강 압박 고 나사(A), 골수강 내 금속정(B), 양극성 반치환술(C), 인공 

고관절 치환술(D)(Rozell, Hasenauer, Donegan, & Neuma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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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 수술 후 주요 간호목표는 보행능력을 회복하는 것으로 수술 후 급성기에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조기보행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Handoll et al., 2011).  또 

다른 고관절 수술 후 간호목표는 수술 후 합병증 예방으로, 장시간의 부동으로 인해 

발생 하는 심부정맥 혈전증, 폐색전증, 욕창 등은 조기보행을 시행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하다(Kim et al., 2008; Park, Lim, & Lee, 2014).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조기보행을 격려하기 위한 중재(17.4%)보다 욕창예방(78.3%), 통증조절(69.6%), 

기본적 간호요구(69.6%)에 대한 간호중재 수행률이 높게 나타나 고관절 수술을 받은 

노인의 조기보행을 위한 노력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O’Sullivan & Savage, 2008). 

National Health and Medical Research Council에서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근거기반중재(evidence-based practice) 지침을 제공하는데, 고관절 수술 환자를 위한 

지침은 근거수준 Ⅰ부터 Ⅲ까지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Chilov, Cameron, & March, 

2003; March, Chamberlain, & Cameron, 1999), 고관절 수술 후 보행은 수술 후 48시간 

내에 걷는 것을 조기보행으로써 권장하고 있다. 고관절 수술 후 보행이 지연되어 침상 

안정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합병증의 발생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American 

College of Surgeons National Surgical Quality Improvement Program에서는 고관절 

골절 수술 후 합병증을 감염, 호흡기계 합병증, 혈액학적 합병증, 심혈관계 합병증, 

신장계 합병증, 신경학적 합병증, 재수술 및 사망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선행연구 결과 

고관절 골절 수술 후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합병증은 섬망(10-60%), 요로감염(23-42%), 

심혈관계 합병증(10%), 폐렴(9%), 욕창(3.8%)의 순으로 나타났다(Pedersen et al., 

2008; Pugely et al., 2014; Choi,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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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고관절 수술을 받은 노인의 보행능력 회복은 매우 힘들고 나이가 

증가할수록 더 힘들다고 보고되고 있는데(Zuckerman, 1995; Formiga, 1994), Lee 

등(2005)의 연구에서는 고관절 골절 환자를 2년간 추적관찰 하였을 때 28.2%의 

환자가 사망하였고, 25.2%의 환자는 활동에 제한을 받거나 야외활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Lim 등(2013)의 연구에서는 고관절 골절 수술 후 보행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 대전자 및 소전자 고정의 실패, 긴 고관절 

삽입물에 의한 고관절부 통증, 서혜부 통증 등을 제시하였으며, 국외연구에서는 연령, 

성별, 기저질환, 수술시간, 통증, 인지기능 등을 관련요인으로 제시하였다(Feldt & Oh, 

2000).  

임상에서는 고관절 수술 후 1일에서 2일 사이에 휠체어 보행을 시작하여 점차 

워커(walker)나 목발을 이용한 보행을 하도록 하는데(Kim et al., 2008; Lim et al., 

2013), 고관절 수술 후 2일 이내에 조기 보행하는 경우에는 일주일째 보행 시 

도움을 덜 필요로 하였고 더 많은 거리를 걷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원일수 또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Oldmeadow et al., 2006).  

이상의 문헌고찰을 통해 본 연구의 대상자인 고관절 수술을 받은 노인은 수술 후 

48시간 내에 조기 보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들의 조기보행은 보행 능력의 회복뿐만 

아니라 모든 신체∙정신적 기능 회복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조기 보행 

시행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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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관절 수술 후 조기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란 개인, 집단, 지역사회 등에 의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에게 

제공될 수 있는 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의 사회적 지지 관계망은 크게 

비공식적 지지자와 공식적 지지자로 나뉜다(Dean & Lin, 1997). 비공식적 지지자는 

가족, 친구, 이웃 등의 사회적 구성원을 포함하고 공식적 지지자는 교사, 상담가, 

의료진 등으로 구성되는데, 사회적 관계망에 속해있는 개인은 이 구성원들과 사랑을 

나누고 보살핌을 주고받는 등 정서적 관심은 물론이고 경제적, 물질적 도움, 정보교환 

등의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Cobb, 1976).  

고령화로 인해 2005년 776,996명이었던 독거노인의 수가 2015년에는 

1,803,585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Statistics Korea, 2017), 이러한 추세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노인이 사회적으로 고립될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다. 또한 노년기에는 퇴직, 친구의 죽음, 건강악화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가 제한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노인의 

신체적 기능, 인지적 기능,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Conte, Schure, 

& Goins, 2015; Park, 2015; Park et al., 2014).  

노인에게 사회적 지지는 신체적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상생활수행(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자원이 되고, 신체적 어려움이 

가져다 주는 우울을 완화시키는 매개작용을 한다(Cho & Jeong, 2016). 노인의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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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사회적 지지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의 지지뿐만 

아니라 친구나 이웃의 지지도 정신건강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Boen, 

Dalgard, & Bjertness, 2012; Park et al., 2014).  

특히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노인에게서는 이러한 사회적 지지가 더욱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Park과 Kim(2016)의 연구에서는 노인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를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났고 노인의 

건강증진행위를 36.3%예측하였다. 관상동맥질환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금연, 병원 방문과 추후관리, 약 복용, 운동’등의 

건강행위를 더욱 잘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17).  

고관절 수술을 받은 노인에게서도 사회적 지지가 주는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는데, Kho 등(2013a)의 연구에서는 고령의 고관절 골절 환자가 양극성 

반치환술을 받은 후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1인 이상의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 

보다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이와 같은 대상자들을 위한 지지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Casado 등(2009)의 연구에서도 노인대상자가 고관절 골절로 

인해 수술을 한 후 적절한 사회적 지지체계는 신체활동을 증가시키고 운동기능을 

향상시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상의 문헌고찰을 통해 노인에게 사회적 지지는 이들의 신체∙정신적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노인대상자가 건강증진행위를 추구하는 데에도 사회적 지지가 

주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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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낙상에 대한 두려움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개념은 낙상할까 봐 염려하고 무서워하는 감정을 

의미한다. 노인의 신체기능 저하는 그 자체로 낙상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데, 이는 

동시에 낙상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 균형감, 협응성, 유연성, 

보행능력 등이 저하된 노인일수록 낙상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Yun & An, 

2014). 낙상에 대한 두려움 또한 낙상과 관련한 위험요인 중 하나로써, 낙상에 대한 

두려움을 사전에 예측하여 경감시키게 되면 이는 결과적으로 낙상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Yardley & Smith, 2002). 

또한 ‘낙상에 대한 두려움’은 낙상에 대한 결과로써, 낙상 후 노인들은 ‘다시 

낙상을 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대표적인 심리증상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낙상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상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2.04배 크게 

나타났고(Lee et al., 2009),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수술을 받은 대상자에서도 

72.2%가 다시 낙상하게 될 까봐 두렵다고 표현하였고, 50.5%는 낙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Oh & Im, 2003b).  

낙상에 대한 두려움은 노인대상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주요한 심리로 작용하여 

신체기능을 저하시키고 우울감을 유발하는데 50-60%의 노인이 낙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질환을 가진 노인은 

노화와 더불어 질병에서 기인한 신체 능력의 손상 때문에 같은 연령대 보다 더 높은 

수준의 낙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질병관리에 필요한 재활이나 

건강증진활동에 제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Kader, Iwarsson, Odin, & Nils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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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Moreira Bde et al., 2016; Yun & An, 2014).  

낙상에 대한 두려움에 관련한 초기 연구에서는 두려움 여부에 대해 이분법으로 

측정하여 두려움 정도가 12-92%까지 넓은 범위로 나타나고 연구마다 일관성이 

없어 치료적 중재에 어려움이 있었다(Arfken et al., 1994; Franzoni et al., 1994; 

Howland et al., 1998). Lanchman 등(1998)은 노인대상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구성의 Survey of Activities and Fear of Falling(SAFE)를 개발하였는데, 

실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활동 중 낙상 위험이 비교적 낮은 활동을 수행할 때 

느끼는 낙상에 대한 두려움을 4점척도로 측정하여 점수가 낮을수록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적음을 의미한다. 이같은 노인의 낙상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개발되어 노인의 낙상에 대한 두려움에 따른 삶의 질, 신체기능, 우울 

등의 다양한 연구가 시행되었으며, 연구결과 낙상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방안의 필요성이 제안되었다(Ayoubi et al., 2014; Collado-Mateo et al., 2015; 

Kalron, 2014). 

이상의 문헌고찰을 통해 낙상에 대한 두려움은 심리적인 작용을 하여 

노인대상자의 활동성을 저하시키고 건강증진활동을 추구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고관절 수술을 받은 노인의 낙상에 대한 두려움을 

파악하고 낙상에 대한 두려움과 수술 후 조기보행의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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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각된 유익성과 장애성, 자기효능감 

지각된 유익성은 건강행위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나 긍정적인 결과를 

의미한다. 구체적인 건강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지각된 유익성은 개인이 건강행위를 

할 가능성을 향상시켜 주는데, 건강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건강행위를 하기 위한 계획에 몰입하게 함으로써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지각된 장애성은 주어진 건강행위를 수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비용이 많이 들거나 자원과 시간이 없는 것들과 같이 예상되는 장애를 지각하여 

행위를 피하도록 동기를 유발함으로써 건강행위가 거의 일어나지 않게 한다(Pender, 

2006). 건강증진행위와 관련한 노인 대상자의 지각된 유익성과 장애성은 거주지역, 

동거상태, 약물 복용 여부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Lee 

& Yun, 2005; Byun & Kim, 2006),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노인은 농촌지역 

여성노인에 비해 지각된 유익성이 높게 나타났으며(F=33.398, p<0.001),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F=3.26, p<.05), 약물을 복용하고 있을 수록(F=4.04, p<.01) 

지각된 장애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연구에서 지각된 유익성과 장애성이 노인의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였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Kim & 

Heo(2010)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신체∙정신적 건강증진행위에 지각된 유익성이 가장 

높은 영향력을 나타냈으며(β=.475, p<.001), 이는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지역사회, 주관적 건강상태, 교육정도 및 연령 등의 변수와 함께 건강증진행위에 

55.7%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R2= .557, F=67.835, p<.001). 또한 요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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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행위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본 Kim & Song(2012)의 연구에서도 지각된 유익성과 지각된 장애성은 주요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고, 건강증진행위를 소극적으로 실천하는 그룹에서는 지각된 

유익성(β=.50, R²=.25)이 주된 영향요인인 반면, 적극적으로 건강증진행위를 

실천하는 그룹에서는 지각된 장애성(β=-.20, R²=.30)이 노인의 건강증진행위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건강증진행위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개인의 자신감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행동을 통제하여 자신감과 적극성을 가지고 건강증진행위를 

실천하고 유지시킬 수 있다(Bandura, 1977; Pender et el., 2006). 노인의 경우 종교, 

배우자, 동거인이 있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과 경제상태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Choi & Yoo, 2011; Park & Oh, 

2016). 

노인의 건강증진행위에 자기효능감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Noh 등(2014)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자기효능감을 일반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 신체적 자기효능감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만 60세 이상 노인의 

구강보건행동에 세 영역의 자기효능감이 모두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일반적 자기효능감(β=.184)이 건강증진행위와 가장 연관성이 높았다. 요양원에 

입소한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Oh 등(2007)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족도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r=.662, p<.001),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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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내외 다수의 중재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킴으로써 건강증진행위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국내에서는 뇌졸중 환자에게 재가방문재활 프로그램을 적용했을 

때 자기효능감이 향상되어 대상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 점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Lee & Sagong, 2015), 암성 통증이 있는 대상자에게 주기적 상기 

중재를 적용하여 약물복용이행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약물복용 이행을 

높이는 결과를 나타냈다(Shin et al., 2013). 국외 연구에서는 지속적인 

건강증진행위가 요구되는 노인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자가관리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중재 후 대상자들의 자기효능감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6개월 후 추적관찰 

하였을 때에도 중재하지 않은 그룹 보다 건강증진 행위의 수행률이 더 높음을 

확인하였다(Erin & Edward, 2015). 

이상의 문헌고찰을 통해 노인의 지각된 유익성과 장애성, 자기효능감은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이는 노인의 건강증진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다양한 영역의 대상자에게서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은 노인의 건강증진행위인 조기보행과 관련한 지각된 

유익성과 장애성,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아 간호학적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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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개념적 기틀 

 

인간을 전체적인 개체로 바라보는 간호학적 관점과 사회 심리학에서의 

학습이론을 바탕으로 한 Pender의 건강증진모형(Health Promotion Model)은 개인이 

주관적 가치에 따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인간의 복잡한 심리가 

건강행위를 추구 한다고 설명하는 모형이다(Pender et al., 2006).  

건강증진모형은 개인적 요인, 인지·정서요인, 행위결과로 구성된다. 개인적 

요인에는 이전의 관련된 행동과 개인적 특성이 포함되며, 이는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자기효능감, 건강증진행위와 관련된 정서, 대인관계, 상황요인 등의 

인지·정서요인에 영향을 준다. 인지·정서요인들은 중재를 통해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건강행위를 증진하기 위해 이 모델에서 핵심이 되는데, 이들은 행위결과인 

건강증진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행동계획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건강증진행위가 일어나도록 간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즉, 건강증진모델은 

건강증진행위에 도달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 대상자 개인을 둘러싼 모든 영역이 

관여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건강행위를 하게 되면 긍정적인 건강상태를 경험하게 

된다고 제시하는 모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관절 수술 환자의 건강증진행위를 수술 후 조기보행으로 

정의하였고, 이는 개인적 요인과 인지·정서요인들에 의한 총체적 결과로 보았다. 

개인적 요인의 하부영역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동반질환, 수술 전 보행상태, 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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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수술까지 소요시간, 통증 등을 포함하는 질병관련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간호 

중재의 핵심을 이루는 인지·정서요인은 건강증진모형에서의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자기효능감을 포함하였고, 개인의 정서적 느낌으로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서를 의미하는 ‘건강증진행위와 관련된 정서’로써, 본 

연구의 대상자가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받은 환자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건강증진모형에서 가족, 동료, 

건강관리 제공자 등을 주요소로 하는 대인관계에는 ‘사회적 지지’를 포함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Pender의 건강증진모형(Health Promotion Model)을 

기반으로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은 노인의 수술 후 조기 보행과 관련된 변수들을 

분석하였으며, 주요 개념들은 고관절 골절 수술 후 기능회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문헌들을 고찰하여, 개인적 특성, 질병관련 특성,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자기효능감, 낙상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지지, 조기보행으로 구성하였다. 

행위결과인 조기보행은 개인적 요인과 인지·정서요인의 영향을 받아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성된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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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의 개념적 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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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은 노인의 수술 후 보행 정도를 조사하고, 

대상자의 개인적 요인 및 사회적 지지, 낙상에 대한 두려움 등의 인지·정서요인과 

조기보행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고관절 골절 환자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 받은 환자이며, 대상자 선정기준 및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다. 

선정기준  

1) 만 60세 이상 

2) MMSE 20점 이상인 대상자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설문에 응답이 가능한 자 

3)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수락한 자 

제외기준  

1) 수술 전 보행능력이 제한되어 휠제어 사용 및 침상안정 이외의 활동이 

어려웠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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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술 후 중대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보행 및 퇴원이 지연된 자 

3) 암으로 인해 전이성 골절이 발생한 자 

4) 압박성 골절의 위험 및 복잡 수술 등의 사유로 수술 후 보행이 금지된 자 

 

본 연구에서 필요한 대상자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관관계분석에 필요한 표본의 수에 의해 결정하였다(Cohen, 1992). 효과크기 0.3, 

유의수준(α) .05, 검정력(1-β) 80%로 설정하여 적정 표본크기를 산출하였을 때, 

67명의 대상자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탈락율 10%를 고려하여 75명으로 

표본수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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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고관절 골절 수술 후 보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보행일지를 사용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 인지∙정서요인(지각된 유익성과 장애성, 

자기효능감, 낙상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지지) 측정을 위해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기보행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고안한 보행일지를 사용하여 수술 후 첫 보행을 시작한 

시기(time)와 수술 후 5일간 매일의 보행거리(meter)를 파악하였다. 수술 후 첫 

보행을 시작한 시기는 ‘수술 후 처음으로 걸은 시기는 언제입니까?’의 질문에 날짜와 

시간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대상자가 수술을 받은 때부터 수술 후 처음으로 걸은 

시기까지 소요된 시간(hour)을 계산하여 측정하였다. 고관절 수술 후 조기보행은 

수술 후 첫 보행을 시작한 시기가 48시간 이내인 것을 의미한다. 수술 후 보행한 

거리는 수술 후 1일째부터 수술 후 5일째 되는 날까지 매일 작성하였다. 대상자가 

하루 동안 입원한 병동의 복도를 보행한 총 바퀴 수를 일지에 기록하였으며, 병동 

복도 1바퀴는 62m를 기준으로 매일의 보행거리를 미터(meter)단위로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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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각된 건강상태 

본 연구에서는 건강자가평가(self rated health, SRH)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현재 건강상태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를 묻는 1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도의 측정도구이며, 응답은 ‘매우 나쁘다’ 1점, ‘비교적 나쁘다’ 2점, ‘보통이다’ 

3점, ‘비교적 좋다’ 4점, ‘매우 좋다’ 5점으로 하여 점수를 부여하였고 점수가 높을 수록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지각된 유익성 

본 연구에서는 Kim(1987)이 건강행위를 이행함으로서 폐용성 징후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가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기초로 본 연구자가 

수정한 도구를 원저자로부터 도구사용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총 5문항으로 

구성된 5점 Likert척도의 측정도구로 점수가 높을수록 수술 후 보행의 유익성에 대한 

지각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7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8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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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각된 장애성 

본 연구에서는 Kim(1987)이 건강행위 이행에 수반되는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인 부담에 대해 지각하는 장애성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기초로 본 연구자가 수정한 도구를 원저자로부터 도구사용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총 5문항으로 구성된 5점 Likert척도의 측정도구로 점수가 높을수록 

수술 후 보행의 장애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6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79이었다. 

 

5)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Han(2000)이 개발한 운동에 대한 자기 효능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된 5점 Likert척도의 측정도구로 점수가 

높을수록 수술 후 보행과 관련된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9이었다. 본 도구를 사용하여 65세 이상 노인의 운동에 

대한 자기효능을 알아본 Park & Oh(2016)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9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9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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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낙상에 대한 두려움 

본 연구에서는 Lanchman 등(1998)이 개발한 Survey of Activities and Fear of 

Falling in the Elderly (SAFE)척도를 Sohng 등(2001)이 번안한 도구를 저자로부터 

도구사용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본 연구도구는 총 11문항의 도구로 낙상에 

대한 두려움을 Likert형 4점 척도로 ‘두렵지 않다’ 1점에서 ‘많이 두렵다’ 4점으로 

측정하였다. 11점에서 44점으로 총 점수가 높을수록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1이었다. 본 도구를 

6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한 Sohng 등(2001)의 연구에서도 Cronbach’s 

alpha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0이었다. 

 

 

7) 사회적 지지 

본 연구에서는 Zimet 등(1988)이 개발한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MSPSS)를 Lee(1999)가 번안한 도구로 저자로부터 

도구사용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7점 Likert 척도로 가족으로부터의 지지 4문항, 

친구로부터의 지지 4문항, 주요 타인으로부터의 지지 4문항,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12점에서 8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9였다. 본 도구를 

지역사회거주 노인에게 적용한 Kim 등(2016)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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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 진행을 위하여 S병원의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심의절차를 

거처 승인을 받았다. 자료수집은 2017년 2월부터 5월까지 서울시 소재의 S병원 

정형외과 병동에서 연구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고 연구에 동의한 사람에게 

서면동의를 받은 후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MMSE 20-23점으로 경증치매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보호자에게 서면동의를 받았으며, 대상자의 인지기능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유 있게 응답하도록 하였다. 대상자가 수술을 받은 후 

병동에 입원해 있는 시기에 자기기입 방식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대상자에게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했으며, 시력이 나쁘거나 설문 문항을 읽고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는 연구자가 문답형식으로 자료를 수집했다. 또한 수술 다음날 

대상자의 보행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수술 후 1일째부터 5일째까지의 보행거리를 

기입할 수 있는 일지를 제공하여 보행을 시작한 시기(time) 및 보행거리(meter)를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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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분석 방법 

총 81 명이 연구대상자로 선정되었고 그 중 수술 후 섬망 9 명, 수술 후 ICU 

치료 5 명 등의 사유로 본 연구의 대상에서 탈락된 14 명을 제외하여 67 명의 

자료수집이 완료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질병관련 특성, 인지·정서요인 및 수술 후 조기보행은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조기보행을 알아보기 위해 t-test, 

one-way ANOVA,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인지·정서요인과 조기보행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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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결과 

 

1. 대상자의 특성, 인지∙정서요인, 수술 후 조기보행 정도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령은 평균 78.30±7.23세이며, 

70대가 44.8%로 가장 많았으며, 80대 43.3%, 60대 9.0%, 만 90세 이상이 

3.0%였다. 성별은 여자가 83.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교육 정도는 중졸 이하 

37.3%, 초졸 이하 32.8%, 고졸 이상 29.9%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55.2%였으며, 동거인이 있는 경우가 82.1%였다. 대상자들의 퇴원 장소는 2차 

의료기관이 58.2%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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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반적 특성 

   N=67 

변수 구분 빈도(백분율) 평균±표준편차 

연령 만 60-69세 6(9.0) 78.30±7.23 

 만 70-79세 30(44.8)  

 만 80-89세 29(43.3)  

 만 90세 이상 2(3.0)  

    

성별 여자 56(83.6)  

 남자 11(16.4)  

    

교육 정도 초졸 이하 22(32.8)  

 중졸 이하 25(37.3)  

 고졸 이상 20(29.9)  

    

결혼상태 기혼 37(55.2)  

 사별 30(44.8)  

    

동거인 유 55(82.1)  

 무 12(17.9)  

    

퇴원 장소 집 20(29.9)  

 2차 의료기관 39(58.2)  

 요양원 7(1.4)  

 기타a 1(1.5)  
a: 자녀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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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병관련 특성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은 <표 2>와 같다. 대상자들은 평균 2.54±1.55개의 

동반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가장 많은 질환은 고혈압(59.7%)이었다. 지각된 건강상태는 

5점 만점에 평균 2.54±1.55점 이었으며, 통증은 10점 만점에 평균 5.22±2.42점으로 

‘4-7점’의 중등도 통증이 46.3%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가 낙상으로 골절이 발생한 후 

수술을 받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평균 87.66±162.85시간으로 20.9%가 24시간 내, 

32.8%가 25-48시간 내에 수술을 받아 과반수 이상의 대상자가 낙상으로 골절이 

발생한 후 48시간 이내에 수술을 받았다. 지난 1년간 낙상을 경험한 횟수를 묻는 

질문에서는 1번 낙상을 경험한 경우가 89.6%로 가장 많았고, 수술 전 보행상태는 

보조기구 없이 스스로 보행(70.1%),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실외보행(16.4%),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실내만 보행(13.4%) 순으로 나타났다. Korean Mini-Mental State 

Examination(Kang et al., 1997)으로 측정한 대상자들의 인지기능은 30점 만점에 평균 

25.57±2.38였으며, 정상(K-MMSE 24점 이상)이 83.6%, 경증치매(20점 이상~23점 

이하)가 16.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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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질병관련 특성 
   N=67 

변수 구분 빈도(백분율) 평균±표준편차 

동반질환a 고혈압 40(59.7)  

 골다공증 17(25.4)  

 뇌혈관질환 16(23.9)  

 당뇨 13(19.4)  

 치매 10(14.9)  

 심장병 10(14.9)  

 고지혈증 9(13.4)  

 암 6(9.0)  

 간질환 6(9.0)  

 신부전 5(7.5)  

 갑상선기능저하 5(7.5)  

 메니에르병 2(3.0)  

 기타b 28(41.8)  

동반질환의 수 없음 5(7.5) 2.54±1.55 

 1개 13(19.4)  

 2개 14(20.9)  

 3개 22(32.8)  

 4개 이상 13(19.4)  

지각된 건강상태 매우 나쁘다 4(6.0) 3.28±1.24 

 비교적 나쁘다 19(28.4)  

 보통이다 11(16.4)  

 비교적 좋다 20(29.9)  

 매우 좋다 13(19.4)  

통증 0-3점 23(34.3) 5.22±2.42 

 4-7점 31(46.3)  

 8-10점 13(19.4)  

낙상 후 24시간 내 14(20.9) 87.66±162.85 

수술까지 소요시간(hr) 25-48시간 22(32.8)  

 49-72시간 15(22.4)  

 73-96시간 2(3.0)  

 97시간 이상 14(20.9)  

지난 1년간 낙상경험 1번 60(89.6) 1.16±0.59 

 2번 5(7.5)  

 3번이상 2(3.0)  

수술 전 보행상태 보조기구 없이 스스로 보행 47(70.1)  

 보조기구 이용한 보행 20(29.8)  

인지기능 24점 이상 56(83.6) 25.57±2.38 

(MMSE점수) 20점 이상~23점 이하 11(16.4)  
a: 중복응답, b: 관절염, 천식, 척추협착증, 통풍, 전립선비대, 위염, 폐결핵, 우울증, 다발성골수종, 

하지불안증, 대상포진, 당뇨성 망막병증, 신경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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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지∙정서요인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낙상에 대한 두려움, 지각된 유익성과 장애성 및 

자기효능감 정도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총점 84점 만점에 평균 

61.49±14.54점이었다. 사회적 지지의 하부 영역 중 가장 높은 정도의 사회적 

지지를 나타내는 것은 가족의 지지로 평균 25.42±3.42점 이었고, 그 뒤를 이어 

기타의 지지가 평균 19.88±6.41점, 친구의 지지가 평균 16.19±8.38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낙상에 대한 두려움은 44점 만점에 평균 28.21±12.99점 이었으며, 지각된 

유익성과 지각된 장애성은 각각 25점 만점으로, 지각된 유익성이 평균 

20.37±4.07점이었고, 지각된 장애성은 평균 14.52±4.37점으로 조사되었다. 

자기효능감은 45점 만점에 평균 28.00±9.99점으로 나타났다. 

 

<표 3> 사회적 지지, 낙상에 대한 두려움, 지각된 유익성과 장애성, 자기효능감 

  N=67 

구  분 점수범위 평균±표준편차 

총 사회적 지지 12-84 61.49±14.54 

가족의 지지 4-28 25.42±3.42 

친구의 지지 4-28 16.19±8.38 

기타 지지 4-28 19.88±6.41 

낙상에 대한 두려움 11-44 28.21±12.99 

지각된 유익성 5-25 20.37±4.07 

지각된 장애성 5-25 14.52±4.37 

자기효능감 9-45 28.0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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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술 후 조기보행 정도 

대상자의 수술 후 보행 정도는 <표 4>와 같다. 수술 후 보행을 시작하는 시간은 

평균 수술을 하고 44.58±35.4시간 이후였으며, 수술 후 24시간내에 보행을 하는 

경우가 9.0%, 수술 후 25-48시간에 보행을 하는 경우가 32.8%로 41.8%의 

대상자가 조기보행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후 보행거리(meter)는 수술 후 

1일째부터 5일째까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5일간 총 보행한 평균 거리는 

36.30±50.06m로 나타났다. 

 

 

 

<표 4> 수술 후 조기보행 정도 

   N=67 

변수 구분 빈도(백분율) 평균±표준편차 

보행시작 시간 수술 후 24시간 내 6(9.0) 44.58±35.4 

 수술 후 25-48시간 22(32.8)  

 수술 후 49시간 이후-5일 이내 23(34.3)  

 수술 후 5일 이내 보행 안 함 16(23.9)  

    

조기보행여부 예 28(41.8)  

 아니오 39(58.2)  

    

수술 후 보행 거리 수술 후 1일째  2.54±8.35 

(m) 수술 후 2일째  19.19±30.86 

 수술 후 3일째  35.81±56.05 

 수술 후 4일째  55.28±73.60 

 수술 후 5일째  68.70±95.40 

 수술 후 5일간 일 평균 보행거리  36.30±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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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수술 후 조기보행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술 후 조기보행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술 후 조기보행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one-way ANOVA,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5>과 같다. 

초졸 이하인 대상자가 수술 후 5일 동안 평균 26.17±30.75m, 중졸 이하인 

경우 평균 28.27±27.50m, 고졸 이상인 경우 평균 58.73±76.87m 보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 정도가 높을수록 고관절 수술 후 많은 거리를 보행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연령, 성별, 결혼상태, 동거인, 퇴원 장소에 따른 

수술 후 보행 시작 시간, 조기보행 여부, 수술 후 보행거리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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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술 후 조기보행 
 N=67 

변수 구분 

보행 시작 시간 

 (hour) 
t or F p 

조기보행 여부 

(Yes) 

χ2 

or 

Fisher’s 

exact 

p 

수술 후 

보행거리(m) 
t or F p 

M±SD 
n(%) M±SD 

연령 만 60-69세 59.50±42.36 2.454 .071 4(14.3) 3.892 .273 60.97±34.94 2.104 .109 

 만 70-79세 72.13±43.61   14(50.0)   46.95±65.86   

 만 80-89세 85.59±42.51   10(35.7)   22.69±25.67   

 만 90세 이상 - a   0(0)   - a   

           

성별 여자 74.54±42.52 1.895 .063 26(92.9) 3.016 .104 33.90±32.25 0.468 .650 

 남자 101.55±46.90   2(7.1)   48.56±103.06   

           

교육  초졸 이하 87.36±48.76 0.742 .480 7(25.0) 1.504 .472 26.17±30.75 2.964 .059 

정도 중졸 이하 78.12±43.80   11(39.3)   28.27±27.50   

 고졸 이상 70.80±39.24   10(35.7)   58.73±76.87   

           

결혼 기혼 80.78±48.10 0.372 .711 16(57.1) 0.072 .809 43.70±62.12 1.351 .181 

상태 사별 76.73±39.20   12(42.9)   27.19±27.51   

           

동거인 유 81.87±45.01 
-

1.157 
.251 22(78.6) 0.405 .538 35.53±53.79 0.270 .788 

 무 65.67±38.30   6(21.4)   39.87±28.54   

           

퇴원  집 69.60±43.17 1.090 .360 10(35.7) 1.784 .618 56.51±76.84 1.740 .168 

장소 2차 의료기관 81.82±45.03   16(57.1)   29.26±31.73   

 요양원 80.57±39.75   2(7.1)   23.03±19.51   

 기타b - a   0(0)   - a   
a
: 수술 후 5일 이내에 보행하지 않음,

 b
: 자녀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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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수술 후 조기보행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수술 후 조기보행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test, one-way ANOVA,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고관절 수술 후 보행 시작 시간은 대상자의 동반질환 종류와 수술 전 보행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심장병, 고지혈증, 메니에르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과거력이 없거나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에 비해 고관절 골절 수술 

후 보행 시작 시간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심장병을 가진 

대상자는 평균 수술 후 104.20±43.19시간(t=2.008, p=.049), 고지혈증을 가진 

대상자는 평균 수술 후 56.67±31.04시간(t=-2.163, p=.049), 메니에르병의 경우 

평균 수술 후 119.50±2.12시간(t=7.358, p<.001)에 보행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수술 전 보조기구 없이 스스로 보행 가능했던 대상자의 경우 수술 

72.04±44.16시간 뒤에 보행을 시작하여, 수술 전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아 보행했던 

대상자 보다 일찍 보행을 시작하였다(t=-2.018, p=.048). 

조기보행 여부 또한 동반질환 종류와 수술 전 보행상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뇌∙혈관질환이 있는 대상자 중 18.8%만 조기보행을 시행하여, 

고관절 수술 후 조기보행 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χ2=4.587, 

p=.032), 조기보행을 시행한 대상자 중 85.7%가 수술 전 보조기구 없이 스스로 

보행 가능했던 자에 해당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조기보행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t=5.565, p=.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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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5일간 평균 보행 거리는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동반질환의 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4.410, p=.003), 동반질환이 없는 그룹이 고관절 수술 

후 5일간 평균 117.80±132.69m를 보행하여 다른 그룹에 비해 훨씬 많은 거리를 

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지각된 건강상태, 통증, 낙상 후 수술까지 소요된 시간, 지난 1년간 

낙상경험, 인지기능에 따른 수술 후 조기보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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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수술 후 조기보행 

 N=67 

변수 구분 

보행 시작 

시간 

 (hour) t or F p 

조기보행 

여부 

(Yes) 

χ2 

or 

Fisher’s 

exact 

p 

수술 후 

보행거리(m) 
t or F p 

M±SD n(%) M±SD 

동반질환a 고혈압 70.10±37.93 -1.950 .057 18(45.0) 0.420 .616 34.95±29.80 -0.234 .817 

 골다공증 81.94±47.84 0.320 .750 7(41.2) 0.004 1.000 34.28±35.76 -0.191 .849 

 뇌혈관질환 88.56±37.68 0.998 .322 3(18.8) 4.587 .043
*
 20.30±26.35 -1.479 .144 

 당뇨 63.77±32.71 -1.713 .099 6(46.2) 0.126 .762 34.52±26.51 -0.142 .888 

 치매 88.90±46.00 0.770 .444 4(40.0) 0.016 1.000 19.22±16.65 -1.173 .245 

 심장병 104.20±43.19 2.008 .049
*
 2(20.0) 2.294 .174 16.30±30.87 -1.379 .172 

 고지혈증 56.67±31.04 -2.163 .049
*
 6(66.7) 2.645 .149 50.98±31.12 0.944 .348 

 암 85.83±43.45 0.397 .692 2(33.3) 0.194 1.000 23.93±25.66 -0.632 .530 

 간질환 95.50±58.80 0.963 .339 2(33.3) 0.194 1.000 14.63±18.98 -1.113 .270 

 신부전 104.20±54.55 1.339 .185 2(40.0) 0.007 1.000 11.16±15.44 -1.171 .246 

 갑상선기능저하 71.00±34.54 -0.418 .677 3(60.0) 0.736 .643 37.56±34.89 0.058 .954 

 메니에르병 119.50±2.12 7.358 <.001
**

 0(0) 1.480 .506 6.20±0.00 -0.862 .392 

         
 

 

동반질환의  없음 52.20±27.20 1.140 .346 4(14.3) 4.363 .359 117.80±132.69 4.410 .003
*
 

수 1개 75.08±46.58   5(17.9)   34.57±33.84   

 2개 75.71±48.50   7(25.0)   31.17±32.67   

 3개 93.5±46.83   8(28.6)   25.45±34.17   

 4개 이상 72.85±33.82   4(14.3)   30.60±22.73   

           

지각된  매우 나쁘다 118.25±51.50 2.266 .072 1(3.6) 3.580 .466 7.75±15.50 2.218 .077 

건강상태 비교적 나쁘다 86.00±42.06   6(21.4)   23.27±27.70   

 보통이다 88.36±51.73   4(14.3)   60.71±103.01   

 비교적 좋다 75.40±45.64   9(32.1)   27.06±26.56   

 매우 좋다 54.15±21.69   8(28.6)   57.71±29.78   
* p <0.05, **p<.001 
a: 중복응답  



 

- 41 - 

<표 6>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수술 후 조기보행(계속) 

         N=67 

변수 구분 

보행 시작 

시간 

 (hour) t or F p 

조기보행 

여부 

(Yes) 

χ2 

or 

Fisher’s 

exact 

p 

수술 후 

보행거리(m) 
t or F p 

M±SD n(%) M±SD 

통증 3점 이하 63.43±33.32 2.710 0.74 11(39.3) 0.953 .621 53.70±70.14 2.386 .100 

 4-7점 90.94±48.58   11(39.3)   24.32±31.78   

 8점 이상 77.92±43.89   6(21.4)   34.09±35.78   

           

낙상 후 24시간 내 72.00±43.89 0.736 .571 7(25.0) 2.499 .645 64.71±89.10 2.085 .093 

수술까지  25-48시간 70.32±40.07   11(39.3)   39.18±33.24   

소요시간 49-72시간 83.00±40.53   5(17.9)   19.84±18.18   

 73-96시간 93.50±71.42   1(3.6)   12.40±0.00   

 97시간 이후 93.14±52.23   4(14.3)   26.20±33.65   

           

지난  1번 77.25±44.90 0.757 .473 27(96.4) 3.899 .142 39.09±52.14 0.938 .397 

1년간 2번 102.20±35.17   0(0)   8.68±5.55   

낙상경험 3번이상 72.50±36.06   1(3.6)   21.70±13.15   

           

수술 전 

보행상태 

보조기구 없이 

스스로 보행 

72.04±44.16 -2.018 .048* 24(85.7) 5.565 .029
*
 43.11±55.92 1.731 .088 

 보조기구 이용한 

보행 

95.25±40.31   4(14.3)   20.32±27.38   

           

인지기능 24점이상 76.54±43.94 1.021 .311 24(85.7) 0.159 .750 40.11±53.57 -1.416 .161 

(MMSE 

점수) 

20점이상~23점이하 91.36±44.65   4(14.3)   16.91±16.19   

*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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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지∙정서요인과 수술 후 조기보행의 관계 

사회적 지지는 보행시작시간 및 수술 후 보행거리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수술 후 보행시작시간은 지연되었으며(r=-0.331, p=.006), 

더 적은 거리를 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0.334, p=.006).  

낙상에 대한 두려움은 조기보행 여부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낮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조기보행을 시행하였다(r=-0.307, 

p=.011). 

지각된 유익성은 보행시작시간, 조기보행 여부, 수술 후 보행거리 모두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유익성이 높을수록 이른 시기에 보행을 

시작하여(r=-0.567, p=<.001) 조기보행하며(r=0.416, p=<.001), 수술 후 

보행거리가 증가되었다(r=0.353, p=.003). 이와 반대로 지각된 장애성은 높을수록 

보행시작시간이 지연되고(r=0.389, p=.001) 조기보행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r=-0.319, p=.009)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자기효능감 또한 보행시작시간, 조기보행 여부, 수술 후 보행거리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수술 후 보행시작시간이 빨라(r=-

0.444, p=<.001)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조기보행을 시행하였고(r=-0.567, p=<.001) 

수술 후 보행거리가 증가되었다(r=0.366, p=.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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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대상자의 인지∙정서요인과 수술 후 조기보행 정도와의 상관관계 

  

사회적 

지지 

r 

(p) 

낙상에 대한 

두려움 

r 

(p) 

지각된 

유익성 

r 

(p) 

지각된 

장애성 

r 

(p) 

자기 

효능감 

r 

(p) 

보행시작시간 -0.331** 0.226 -0.567** 0.389** -0.444** 

(.006) (.066) (<.001) (.001) (<.001) 

      

조기보행 여부 0.149 -0.307* 0.416** -0.319* 0.351** 

(.228) (.011) (<.001) (.009) (.004) 

      

수술 후 

보행거리 

0.334** -0.190 0.353** -0.217 0.366** 

(.006) (.123) (.003) (.078) (.002) 

      

*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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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논  의 

 

본 연구는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수술 후 보행시기 및 

조기보행 양상을 파악하고, 대상자의 개인적 요인 및 사회적 지지, 낙상에 대한 

두려움 등의 인지·정서 요인과 조기보행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고관절 골절 수술 

후 조기보행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Pender(2006)의 건강증진모형(Health Promotion Model)을 기반으로 

고관절 골절 수술 환자의 건강증진행위를 조기보행으로 정의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질병관련 특성 외에도 인지·정서적 요인과 조기보행의 관계를 

파악하였다는 점이 기존 연구와 차별화 된다. 

 

1. 고관절 수술 후 조기보행 정도 

본 연구에서 수술 후 5일 이내 보행 보조기를 이용하여 보행을 시작 한 대상자는 

76.1%이었고, 보행 시작 시기는 평균 수술 후 44.58±35.4시간으로 나타났으나, 

수술 후 48시간 내 조기보행을 시행한 대상자는 41.8%에 불과했다. 선행연구에서 

고관절 수술을 받은 대상자의 66.5%에서 섬망, 욕창, 폐합병증, 위장관계 합병증, 

심장병, 뇌혈관 질병, 혈전증, 급성 신부전, 요로감염, 수술부위 감염 등 노인의 건강 

상태에 치명적인 합병증이 보고되었는데, 이는 고관절 수술 후 오랜 침상생활과 

관계가 있었다(Tarazona-Santabalbina et al., 2016; Park, 2016).  또한 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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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에서 나타난 고관절 골절 후 1년내 사망률은 약 30%로, 사망원인은 고관절 

골절 후 장기간 침상안정 시 발생되는 주요 합병증인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패혈증 

등으로 확인되었다(Zuckerman et al., 1995; Kim et al., 2008). 따라서, 고관절 

수술을 받은 노인의 조기보행 이행을 최대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Chung 등(2007)의 연구에서는 고관절 수술 환자를 1년 후 추적관찰 하였을 때 

보조기를 사용한 보행을 평균 9.5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Oldmeadow 

등(2006)의 연구에서는 고관절 수술 후 보행을 시작한 시기가 평균 수술 후 3.1일로 

조사되어, 본 연구 대상자들의 평균 보행시작시간 수술 후 44.58±35.4시간은 선행

연구의 결과보다 고관절 수술 후 더 빠른 시기에 보행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관절 수술 후 보행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술 후 가능한 빨리 보행하는 것을 목표

로 하였으나, 의료의 급속한 발전과 수술 기술의 향상으로 10여년전 고관절 수술 후 

보행시작 시기가 보통 수술 후 7일째 인 것에 비해 최근에는 수술 후 1-2일로 앞당

겨져(Beaupre et al., 2013; Hwang, Rhee, & Choi, 1999), 고관절 수술 후 보행시기

는 점차 빨라질 것으로 사료된다.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2011)의 고관절 수술 임상지침에서는 고관절 수술 후 첫날에 보행을 위

한 재활 치료를 시도하고, 적어도 하루에 한번씩은 고관절 수술 후 신체기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조기에 집중적인 재활 치료가 시행되도록 권장하고 있다. Hulbaek 등

(2015)의 연구에서는 고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하루 이내에 재활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 결과적으로 환자가 수술 후 보행을 못 하게 되는 강력한 예측인

자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관절 골절 수술 후 48시간 내에 조기보행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재활프로그램 중재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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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선행연구들의 결론과 도출된 논의를 종합해보면, 본 연구의 결과 고관절 

수술을 받은 대상자의 50%이상이 조기보행을 시행하지 못하였는데, 고관절 수술 후 

지연된 보행은 생명에 위협적인 합병증의 발생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의료진의 판단하에 고관절 수술 후 보행이 제한되지 않는다면, 수술 후 2일 이내에 

조기보행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사회적 지지 및 낙상에 대한 두려움과 수술 후 조기보행의 관계 

건강증진모형의 대인관계 요인과 건강증진행위와 관련된 정서를 본 연구에서는 

각각 사회적 지지와 낙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측정하였으며, 해당 변수들과 

건강증진행위인 조기보행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수술 후 보행시작시간이 빨라지고 수술 후 보행거리가 유의하게 

길었으며,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고관절 수술 후 48시간 내에 조기보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Pender의 건강증진모형에서 대인관계 요인과 

건강증진행위와 관련된 정서가 건강행위를 촉진시킨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선행연구에서도 노인의 사회적 지지체계가 감소함에 따라 신체적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Conte, Schure, & Goins, 2015; Park, 2015; Park et al., 

2014), 반대로 노인에게 적절한 사회적 지지가 신체기능의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ho & Jeong, 2016, Kho, 2013a). 

이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고관절 골절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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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을 받은 노인 대상자에게 수술 후 적절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활용하여 

신체활동을 증가시키고 조기보행을 향상시키는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고관절 수술 후 48시간 내에 

조기보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낙상에 대한 두려움은 

28.21±12.99인 ‘조금 두렵다’ 수준으로, 지역사회 재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Sohng 등(2001)의 연구에서는 일상생활 활동 수행군의 낙상에 대한 두려움은 

15.95±8.25점으로 ‘두렵지 않다’ 수준이었고, 일상생활 활동 제한군의 낙상에 대한 

두려움은 24.75±9.90점인 ‘보통이다’ 수준으로 확인되어, 고관절 수술 후 노인들의 

낙상에 대한 두려움은 비교적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Yun과 An(2014)의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신체기능이 나쁠수록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고관절 수술 후 급성기에 신체기능이 제한된 본 연구 대상자들의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이유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낙상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로 Kang(2016)의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하지근력 강화운동, 균형안정 훈련운동 등의 

낙상예방프로그램을 시행하였으며, Yeo 등(2015)의 연구에서는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수술 후 3일째부터 12일째까지 탄성밴드운동을 적용하였고, 이 

같은 중재들을 통해 유의하게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미루어 볼 때 대상자의 근력, 균형감 등의 신체기능을 향상시키는 

운동중재가 낙상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사료된다. 

고관절 수술 후 침상안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근력감소와 고령의 노인대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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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할 수 있는 균형감 저하 등의 문제점은 낙상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고관절 수술을 받은 대상자의 조기보행을 도모하는 치료적 중재의 접근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정서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지각된 유익성 및 지각된 장애성, 자기효능감과 수술 후 조기보

행의 관계 

본 연구에서 지각된 유익성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조기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각된 장애성이 높을 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조기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증진모형에서 지각된 유익성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건강행위를 할 가능성은 커지며, 지각된 장애성은 높을수록 건강행위를 피하려는 

동기를 유발한다고 보고한 것과 일치되는 결과이다(Pender et al., 2006).  

Seo 등(2016)과 Kim & Song(2012)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장애성이 높을수록 

소극적으로 건강증진행위를 실천함을 확인하였고, Suh & Lim(2000)의 연구에서는 

관절염 환자의 지각된 유익성이 건강증진행위 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로 

확인되었으며, Hyoung(2002)는 규칙적으로 건강증진행위를 하는 집단의 지각된 

유익성 정도가 높고, 건강증진행위를 거의 하지 않는 집단이 지각된 장애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각된 유익성과 장애성은 건강증진행위에 대상자를 

참여시키고 이를 지속하도록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료진은 고관절 

수술을 받은 대상자가 인지하는 장애를 제거해 줌으로써 조기보행 이행에 참여시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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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고관절 수술 후 조기보행의 이점을 강조하여 이들이 인지하는 조기보행의 

유익성을 증대시켜 꾸준히 보행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도와야 한다. 

건강증진모형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의 증진은 건강증진행위를 향상시키고 오래 

지속시키는 요인으로(Pender et al., 2006), 다수의 선행연구는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중재를 시도하였으며, 주로 시행되는 중재는 대상자 교육이었다(Park & 

Oh, 2016; Shin, Kim, Lee, & Oh, 2013; Lee & Sagong, 2015; Jang & Kim, 2006; 

Erin & Edward, 2015). Lee와 Sagong(2015)의 연구에서는 만성뇌졸중 환자의 

재활을 돕는 운동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재활에 대한 상담교육을 함께 실시하여 관련 

지식을 전달 하였으며, 환자 본인 스스로 건강증진행위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하여 상담교육과 운동프로그램에서 보호자를 개입시켜 그 효과를 

증대시켰다. 이같은 중재는 재활 운동프로그램만 시행하였던 대조군 보다 재활에 

대한 상담교육을 시행한 실험군의 자기효능감이 큰 폭으로 향상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Shin 등(2013)은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전략으로 주기적 상기 중재를 

시행하였는데, 대상자의 건강문제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교육하는 일회성 정보전달에 

그치지 않고 교육자가 주기적으로 대상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교육하였다. 

이러한 중재는 대조군의 자기효능감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저하된 것에 비해 

대상자들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결과를 나타내었고, 궁극적으로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가 향상되었다. 

선행연구들에서 교육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고 건강증진행위를 

향상시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연구에서는 고관절 수술 대상자들이 필요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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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교육중재가 요구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고관절 

수술을 받는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증진행위를 하는 데 제한이 있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교육중재 시에는 보호자를 참여시킬 것을 제안한다. 더불어 

대상자와 보호자의 이해도 및 건강증진행위 수행의 평가를 통한 반복적인 정보제공은 

중재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수술 후 조기보행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평균 3개의 동반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동반질환이 

없을수록 더 많은 거리를 보행한 것으로 나타났고, 심장병, 뇌∙혈관질환, 메니에르병 

등을 가진 대상자들은 고관절 수술 후 조기보행을 유의하게 낮게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고관절 수술 환자의 45%에서 Charlson 동반질환지수 1점 

이상의 건강에 위협적인 동반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Leibson et al., 

2002), 더 많은 동반질환을 가지고 있을수록 고관절 수술 후 회복에 부담을 주게 

되고(Eastwood et al., 2002), 특히 울혈성 심부전(congestive heart failure), 뇌졸중 

등의 동반질환은 고관절 수술 후 보행능력을 제한시키는 유의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Penrod et al., 2008). 이 같은 연구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고관절 수술을 받은 대상자들은 노화로 인해 다양한 질환을 동반하기 때문에 

고관절 수술 후 조기보행 증진을 위해서는 각 개인의 질환에 따른 신체적 상태를 

고려한 다학제적 접근이 제안되고 있다(Saltvedt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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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고관절 골절 전에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보행했던 대상자가 고관절 

수술 후 유의하게 조기보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관절 수술 대상자의 

수술 전∙후 보행 능력을 평가했던 선행연구들에서는 Koval’s grade 1또는 Halpin의 

분류법2을 사용하거나(Yoon et al., 2013; Chung et al., 2007), 보조기구의 사용유무나 

실내∙외 보행 가능성에 따라 보행 능력을 평가하는 등 (Kim et al., 2008; Penrod et 

al., 2004)다양한 방법으로 보행 능력을 확인하였고, 고관절 수술 전∙후 보행능력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을 때 약 80%의 대상자가 수술 전 보다 보행능력이 저하된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입원기간 중에만 보행능력을 평가하여 고관절 수술 후 

최종적인 보행능력의 회복을 평가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지만, 수술 전 보행능력을 

1)보조기구 없이 스스로 보행가능 2)보조기구 이용한 실내보행 3) 보조기구 이용한 

실외보행으로 파악하였고, 수술 전 보행능력이 제한되어 있을수록 조기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료진은 입원 시 문진을 통해 수술 전 대상자의 

보행능력을 파악하고, 수술 전 보행능력이 제한되었던 대상자에게는 조기보행을 

이행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겠으며, 고관절 수술 후에는 보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통일된 평가 방법을 의료진 간에 공유하고 주기적으로 대상자의 보행능력을 

평가함으로써 보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맞춤형 중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1 I: 독립적 실외보행, Ⅱ: 지팡이를 이용한 실외보행, Ⅲ: 워커(walker)나 목발을 이용한 실외보행,     

Ⅳ: 독립적 실내보행, Ⅴ: 지팡이를 이용한 실내보행, Ⅵ: 워커나 목발을 이용한 실내보행, Ⅶ: 보행 불가능 

2 1등급: 독립적으로 모든 일상 생활이 가능, 2등급: 일상 생활에 도움을 필요, 3등급: 집안 활동만 가능, 

4등급: 침상 생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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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의의 

 

1) 간호이론 측면 

본 연구는 고관절 수술을 받은 노인의 조기 보행과 관련이 있는 요인들을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하고, 도출된 요인들을 Pender(2006)의 건강증진모형에 

통합하여, 고관절 수술을 받은 노인의 일반적 특성, 질병관련 특성, 사회적 지지 및 

낙상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인지·정서 요인과 수술 후 조기보행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고관절 수술 후 건강증진행위인 조기보행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이론 

기반의 지식체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건강증진모형에서 제시한 대상자의 인지·정서 

요인과 고관절 수술 후 조기보행의 관계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2) 간호연구 측면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통해 고관절 수술 후 조기보행의 정의를 수술 후 

48시간이내 보행으로 제시하고,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고관절 수술 대상자의 48시간 

이내 조기보행률을 파악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고관절 수술 후 사회적 

지지 및 낙상에 대한 두려움, 지각된 유익성과 장애성, 자기효능감이 조기보행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추후 수술 후 조기보행 증진을 위한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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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실무 측면 

본 연구는 고관절 수술 후 간호의 주요 목표인 조기보행과 상관관계가 있는 

요인들을 제시하고, 대상자에게 중재 가능한 요소인 사회적 지지, 낙상에 대한 두려움,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자기 효능감 등과 조기보행의 관계를 확인하였다는데 

간호실무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고관절 수술을 받은 노인의 

조기보행을 위한 환자와 보호자의 교육자료를 마련하고, 임상에서의 실무 가이드라인 

확립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나아가 고관절 수술을 받은 노인의 보행기능 회복 및 

건강증진에 간호중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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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대상자의 고관절 골절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수술 후 보행시기 및 조기보행 양상을 파악하고 대상자의 

개인적 요인 및 사회적 지지, 낙상에 대한 두려움 등의 인지·정서 요인과 

조기보행의 관계를 Pender(2006)의 건강증진모형(Health Promotion Model)을 

기반으로 확인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2월부터 5월까지로 서울시 소재의 S병원 정형외과 

병동에서 연구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고 연구에 동의한 대상자 67명에게 

자료수집을 실시 하였다. 자기기입 방식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수술 다음날 대상자의 보행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수술 후 1일째부터 

5일째까지의 보행거리를 기입할 수 있는 일지를 제공하여 보행을 시작한 시기(time) 

및 보행거리(meter)를 파악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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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관절 골절 수술 후 보행을 시작하는 시간은 수술을 하고 평균 

44.58±35.4시간 이후였으며, 수술 후 48시간내에 조기보행을 하는 대상자는 

41.8%였다. 수술 후 보행거리(meter)는 수술 후 1일째부터 5일째까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5일간 총 보행한 평균 거리는 36.30±50.06m로 

나타났다. 

2. 고관절 수술을 받은 노인의 사회적 지지는 보행시작시간 및 수술 후 보행거리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수술 후 보행시작시간은 

지연되었으며(r=-0.331, p=.006), 더 적은 거리를 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0.334, p=.006). 그리고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낮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조기보행을 더 시행하였다(r=-0.307, p=.011). 

3. 지각된 유익성(r=-0.567, p=<.001), 자기효능감(r=-0.444, p=<.001)이 

클수록 고관절 수술 수 보행 시작 시간이 빨랐던 반면, 지각된 장애성(r=0.389, 

p=.001)이 클수록 고관절 수술 후 보행 시작 시간이 늦어졌다. 그리고 지각된 

유익성(r=0.416, p=<.001)과 자기효능감(r=0.351, p=.004)이 높고, 지각된 

장애성(r=-0.319, p=.009)이 낮을수록 조기보행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지각된 유익성(r=0.353, p=.003), 자기효능감(r=0.366, p=.002)이 높을수록 

고관절 수술 후 더 많은 거리를 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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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고관절 골절이 있는 노인이 수술 후 조기보행을 하는 데에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회적 지지 및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또한 지각된 유익성과 장애성, 자기효능감이 조기보행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고관절 수술 대상자의 48시간 

이내 조기보행에 관점을 두고, 고관절 수술 후 보행 능력 회복과 대상자의 

인지∙정서요인의 관계를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결과는 

최종적으로 고관절 수술 후 급성기에 조기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조기보행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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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고관절 골절 수술 후 보행능력의 회복과 관련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질병관련 특성에 대해서는 국내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분석되었지만, 이들의 

인지·정서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고관절 수술을 받은 대상자의 

인지·정서적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와 연구결과를 반영한 구체적인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들이 시도되기를 제언하며, 이러한 반복연구를 통해 이론을 검증하여 

간호연구 및 간호실무에 활용되기를 제언한다.  

둘째, 고관절 수술 후 장기적인 추적관찰을 통한 기능 회복의 파악뿐만 아니라, 

수술 후 급성기 간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48시간 이내 조기보행률 분석 및 

영향요인을 알아보는 연구를 제안한다. 또한 수술 후 48시간 이내 조기보행과 고관절 

수술 후 장기간 추적관찰 시 기능회복 사이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동일한 대상자에게서 관련성을 알아보는 종단적 연구를 후속연구로 제언한다. 

셋째, 고관절 수술을 받은 노인의 사회적 지지, 낙상에 대한 두려움,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자기효능감 등이 조기보행과 관련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가 임상에서 고관절 수술 후 노인의 조기보행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의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제언한다. 그리고 다수의 내과적 질환을 동반한 

노인대상자의 수술 후 조기보행을 위해 다학제간의 협력을 통한 간호중재가 

이루어지기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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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소재 일개 상급병원에 입원한 고관절 골절 환자 

중 수술적 치료를 받은 자로 편의표집하여 연구결과를 고관절 수술을 받은 노인 

전체로 일반화하여 해석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또한 작은 대상자 수로 인해 각 

관련요인들이 조기보행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었다. 따라서 다양한 배경을 가지는 다수의 고관절 골절 환자를 무작위 

표집하여 반복연구하기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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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ships of Early Ambulation with Social Support and Fear 

of Falling in Older Adults after Hip Surgery 

 

Lee, Jihye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early ambulation in older 

adults who underwent hip surgery an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of early 

ambulation with social support and fear of falling in older adults after hip surgery. 

Background: The incidence of hip fractures in older adults has been increasing. 

Long-term bed rest after hip surgery brings various complications to older 

patients, and increases the social cos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of early ambulation with social support and fear of falling in older 

adults after hip surgery and to increase the patients’ ability to walk. 

Method: A cross-sectional survey was conducted at a tertiary general hospital in 

Seoul from February to May 2017. Structured questionnaires based on Pender’s 

Health Promotion Model and walking reports during 5 days after hip surgery were 

collected from 67 patients. The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a 

t-test, a one-way ANOVA, a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Results: After hip surgery, 41.8% of the patients showed early ambulation (i.e., 

walking within 48 hours after the surgery). Early ambulation was relat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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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er social support and a lower fear of falling. In addition, the higher the 

perceived benefits and the self-efficacy, the earlier the patients walked after 

surgery. The lower the perceived barriers, the earlier the patients walked after 

surgery. 

Conclusion: Early ambulation after hip surgery h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social support and fear of falling; the perceived benefits and self-efficacy; and 

perceived barriers. As a result, there is a need for a concern in patients’ cognitions 

and affects, and a strategy to improve early ambulation after hip surgery. 

 

Key words  : Hip, Surgery, Social support, Fear of falling, Early ambulation, 

Older adul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