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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xperience 
of falls 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the aged in community. 
Method: Subjects of this study were used by the 
raw data is based on the Community Health Survey 
in 2008. The subjects consisted of 73 persons who 
have experienced falls and of randomized 73 persons 
who inexperienced falls among 3755 the aged over 
the age of 65, living in Chungnam Province. The data 
were collected by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14.0 for windows. 

Result: Most of accidents and poisonings were 
caused by slide/falls, and took place at home. 
Especially women experienced falls at home. Lower 
extremities were the most injured area. There was 
a statistical difference in activities of daily living,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two groups: inexperienced 
group and experienced group.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falls were 
related to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So it is necessary to give information 
about falls in the aged and further study.

Key words : Aged, Accidental Falls, Activities of 

Daily Living,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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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2009년 7월 총인구 중 

10.7%를 차지하여 현재 인구 10명 중 1명은 65세 이

상이다.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고령 사회의 기준인 14%, 2026년에는 

20%를 넘게 되어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9).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의 안전사고율도 증가

하고 있는데, 한국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65세 이상 노인 안전사고는 총 1,844건으로, 2003년 

253건, 2006년 787건이 접수돼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다(Kim, 2007). 안전사고 중 낙상은 생의 모든 주기

에 걸쳐 발생하나 특히 노인들에게 발생하는 흔한 사

고로서 3명중 1명이 적어도 1년에 한번 낙상을 경험

하며 노인들의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Jeon & Kim, 2008; Kojima, Furuna, Ikeda, 

Nakamura, & Sawada, 2008).  또한 응급실을 방문하

는 노인 환자의 24%가 낙상으로 인한 것이며, 낙상

을 경험한 노인의 10-20%는 상해를 입게 되고, 2-6%

는 골절을 입게 되며, 낙상으로 인해 입원한 노인의 

50%가 1년 이내에 사망하게 된다고 하였다(Fuller, 

2000). 이처럼 노인의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이유는 

신체적 노화로 인해 지각, 판단 및 운동능력이 감퇴

되어 돌발 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핵가족

화, 독거노인수의 증가, 노인들의 활동반경이 점차 넓

어지고 활동량이 많아짐에 따라 각종 안전사고에 대

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Kim, 2007).

낙상은 노인의 의료비를 가중시키고 신체적 기능, 

운동성, 독립성 등을 제한시키고, 심한 경우 사망에 

까지 이를 수도 있으며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낙상

의 두려움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며

(Boyd & Stevens, 2009), 또한 활동을 제한하여 노인

의 독립적 생활유지에 장애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Murphy, Williams, & Gill, 2002). 

따라서 노인은 사고로 인한 손상의 심각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고, 사고 후에도 회복을 위한 소요

기간이 길고, 독립적인 생활에 지장을 주며, 합병증의 

위험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이며 의료비로 인한 노인과 

노인부양자의 스트레스 증가와 사회, 경제적 부담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Ham, 2003). 특히 노인의 경우 

낙상에 대한 공포 때문에 사회활동도 어려워져 노인

의 안녕과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어(Song, 

Moon, Kang, & Choi, 2001; Murphy et al., 2002) 노

인낙상과 삶의 질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

다. 또한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있어 영향을 미

치는 중요 변수로 질병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일상생

활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되

어(Kim, Lee, & Lee, 2010) 낙상과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건강관련 삶의 질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가노인의 45.5%가 연 1회 이상

의 낙상경험이 있으며, 유사 낙상까지 포함할 경우 

52.9%가 낙상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Song 

et al., 2001). 이에 따라 노인 낙상에 관한 관심이 증

가하였는데 대부분의 국내 연구들은 지역에 있어서 

도시 또는 농촌 한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많았다(Yoo & Lee, 2009; Lim et al., 2002; Ham, 

2003). Lim 등(2002)의 연구에서 농촌지역 낙상 유병

률은 41.6%, Yoo와 Lee (2009)의  연구에서는 중소도

시 지역사회 재가노인의 낙상 유병률이 31.8%로 나

타났으며, Kim, Lee와 Song (2008)의 연구에서는 거

주 지역별로는 중소도시, 읍면이 대도시보다 낙상의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2009년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노인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지

역은 전남 고흥군, 경북 군위군, 경북 의성군 순으로

(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9) 농촌 및 중

소도시에 노인들이 집중되어 분포되어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대도시보다는 인구 고령화 특성이 두드

러지게 나타나는 농촌 및 중소도시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낙상실태와 관련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노인

을 위한 낙상방지교육에도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7개 시와 9개 군으로 구성된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중

요한 노인문제인 낙상경험을 파악하고 낙상에 따른 

일상생활수행능력정도와 건강관련 삶의 질 정도를 분

석하여 향후 노인 낙상사고를 예측하고 예방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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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충청남도 16개 시군에 거주하는 지역사

회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낙상빈도와 낙상 

발생 장소, 손상 부위, 치료 부위를 파악한다. 또한 

낙상경험 유무에 따른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건강관련 

삶의 질의 차이를 규명하고, 낙상과 일상생활수행능

력 및 건강관련 삶의 질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지역사

회 노인의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전략개발을 위한 기

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용어의 정의

 낙상

낙상은 중풍이나 기절 등 갑자기 쓰러지는 것과 젊

고 건강한 사람을 넘어뜨릴 만한 강한 외부적인 힘에 

의해 넘어지는 것을 제외하고 바닥 또는 있는 위치보

다 낮은 위치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갑작스럽게 

넘어지는 것을 의미하며(Tinetti et al., 1994), 본 연구

에서는 비의도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하여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는 등의 일상 활동에 지장을 준 

모든 사건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인 사고 경험 중 

추락, 미끄러짐의 경우를 말한다(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 Korean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8). 

 

 일상생활수행능력

기초적인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정도

를 말한다(Mahoney & Barthel, 1965). 본 연구에서 일

상생활수행능력은 Lawton과 Brady(1969)가 개발한 도

구를 바탕으로 Won (2002)이 우리나라 사람에게 적

합하도록 번안한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형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K-IADL) 평가도구로 측정

한 점수를 말한다.

 건강관련 삶의 질

각 개인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건강상태로, 가능하

다고 혹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교한 현재 

기능정도에 대한 환자 혹은 각 개인의 만족정도라고 

정의하였다(Nam, Kim, Kwon, Koh, & Poul, 2007). 본 

연구에서 건강관련 삶의 질이란 5개의 문항의 EQ-5D 

index 및 온도계 형식의 시각 아날로그 척도인 

EQ-VAS로 구성된 EQ-5D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연구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낙상경험을 

파악하고 낙상경험에 따른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건강

관련 삶의 질의 차이를 규명하고, 노인의 낙상과 일

상생활수행능력 및 건강관련 삶의 질과의 관계를 분

석하고자 하는 비교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 

본 연구는 보건복지가족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실

시한 2008 지역사회 건강조사 원시자료 중 연구자가 

직접 조사에 참여한 충청남도 16개 시, 군에 거주하

는 65세 이상의 노인 총 3755명 중 추락과 미끄러짐

의 낙상을 경험한 노인 73명과 낙상 경험이 없는 노

인 중 “resampling" 기법을 이용해 무작위로 추출한 

비교군 73명으로 총 146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도구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

의 내용 중 일반적 특성 7문항과 사고 및 중독 중 낙

상의 6문항, 일상생활수행능력 10문항, 건강관련 삶의 

질 6문항을 대상으로 하였다. 

 낙상

최근 1년 동안 조사대상자가 경험한 사고 및 중독 

중 낙상을 몇 번 경험했는지 횟수 개념으로 조사하였

으며, 각 문항의 내용은 최근 1년간 손상 발생 여부, 

발생건수, 발생 시기, 부위, 발생원인, 발생장소, 발생

시 활동, 치료 장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첨된 응답

표에 낙상의 건별로 각 문항의 응답을 하게 하였다. 



김 선 경  외

230 근관절건강학회지 18(2), 2011년 11월

낙상으로 인한 손상 부위는 다중응답으로 복수응답이 

가능하였다.

 일상생활수행능력

1969년 Lawton과 Brady에 의해 장기요양시설 입주

자, 정신과 평가병동 입원자, 재택 서비스 수여자, 재

가도우미 파견대상자 중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

로 개발된 미국 도구의 한국어판인 한국형 도구적 일

상생활 활동 측정도구(Korean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K-IADL, Won, 2002)를 사용하였다.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보다 높은 차원의 기

능을 의미한다. IADL은 신체적 자립능력보다 한단계

위인 수단적 자립수준에서 노인의 활동능력을 측정하

는 도구이다. 이 척도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다 복잡한 일상생활 활동 기술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다. 10개 활동 항목을 가지고 평가하였고 

각 항목의 내용은 몸단장, 집안일, 식사준비, 빨래하

기, 근거리 외출, 교통수단이용, 물건사기, 금전관리, 

전화사용, 약 챙겨먹기 10문항이며, 주로 지역사회 거

주노인의 기능 상태를 평가하는데 많이 사용되며 쉽

게 측정가능하고 짧은 시간 안에 응답가능하다. 낮은 

장애나 장애에서의 작은 변화를 ‘완전 자립(1점)’, ‘부

분도움(2점)’, ‘완전도움(3점)’으로 총 10문항 3점 척

도로 구성된 도구로, 점수가 높을수록 도구적 일상생

활정도가 낮은 것을 의미하고 의존도가 높은 것을 의

미한다. 점수범위는 10점에서 30점까지이다. 본 연구

의 신뢰도 Cronbach 는 0.944이었다.

 건강관련 삶의 질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정신적 측면을 포함한 전반적

인 건강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1987년에 설립된 

EuroQol Group (www.euroqol.org)에서 개발한 도구인 

EQ-5D를 사용하였다(Cho, 2005). 이 도구의 강점은 

문항이 적고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쉽게 

응답할 수 있다는 점인데(Lim et al., 2010), EQ-5D는 

기술적 체계와 평가적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기술적 

체계는 현재의 건강상태를 묻는 운동능력(mobility), 

자기관리(self-care), 일상생활(usual activities), 통증/불

편감(pain/discomfort) 및 불안/우울(anxiety/depression)

을  ‘전혀 문제없음’, ‘다소문제 있음‘, 심한 문제 있

음’ 의 3단계로 측정하는 5문항으로 구성된다. 평가적 

체계는 EQ-5D index와 EQ-VAS로 구성되며 EQ-5D 

index는 5가지 문항을 Nam 등(2007)의 가중치를 사용

하여 EQ-5D index를 산출하였으며, 가중치를 이용해 

완전한 건강상태를 의미하는 1점에서 죽음보다 못한 

건강상태인 -1점 사이에서 하나의 값으로 산출한다. 

시각적 아날로그 척도를 이용하는 EQ-VAS는 Korean 

EuroQol Visual Analogue Scale의 약자로, 조사당일 

에 본인이 느끼는 건강상태의 정도로서 0점(상상할 

수 있는 최하의 건강상태)에서 100(상상할 수 있는 

최상의 건강상태)까지의 점수를 환산하여 응답하여 

이 점수를 온도계 형식으로 되어 있는 조사지에 표시

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음을 의미한다. 

자료 수집 방법 및 기간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08년 9월-11월까지이며 조

사기간 동안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참여를 동의받은 

후 수행하였다. 조사방법은 전문교육을 받은 조사원

에 의해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이루어졌으며, 지역공

통지표 및 지역선택지표로 구성된 총 400문항의 조사

도구를 1:1 직접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중 일반적 

특성 7문항과 낙상 6문항, 일상생활수행능력 10문항, 

건강관련 삶의 질 6문항으로 구성된 조사도구를 이용

하여 본 연구에서 분석하였다. 원시자료는 해당권역 

연구 책임교수의 동의하에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4.0 version으로 분석하였다. 

지역사회 노인의 낙상경험을 파악하기위해 낙상 유형

은 빈도, 백분율을 이용하였다.  지역사회 노인의 낙

상경험 유무에 따른 일반적 특성의 차이는   검정

으로 분석하고 낙상 유무집단의 일상생활수행능력, 

건강관련 삶의 질 차이를 평균, 표준편차로 기술하고 

independent t-test를 통해 분석하였다. 낙상경험 노인

의 일상생활수행능력, 건강관련 삶의 질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통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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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experienced unexperienced

 p
n % n %

Sex
Male 27 37.0 33 45.2 1.019 0.313
Female 46 63.0 40 54.8 

Age(yr)
65-69 20 27.4 25 34.2 0.803 0.370
70+ 53 72.6 48 65.8 

Marital status 
Married 40 54.8 49 67.1 2.331 0.127
Others 33 45.2 24 32.9 

Educational level
Uneducated 39 53.4 28 38.4 3.808 0.283
Elementary 25 34.2 32 43.8 
Middle school  5  6.8 9 12.3 
Over high school  4  5.5 4  5.5 

Job
Employed 23 31.5 30 41.7 1.613 0.204
Unemployed 50 68.5 42 58.3 

Insurance 
Regional 26 35.6 29 40.3 1.007 0.604
Occupational 43 58.9 37 51.4 
Medical care  4  5.5 6 8.3 

Disease
Yes 44 60.3 35 47.9 2.234 0.135
No 29 39.7 38 52.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Experienced & Unexperienced Falls                       (N=146)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낙상유무에 따른 동질성 검정 

낙상 유무 집단의 일반적 특성들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

며,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성별, 연령별, 결혼 상

태, 교육 수준, 직업 유무, 의료 보장,  질환유무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노인의 구체적 낙상 경험분석

 최근 1년간 낙상경험 및 총 건수

충청남도 65세 이상 노인 총 3755명중 최근 1년간 

낙상경험자는 73명이었다. 낙상경험자의 1회 이상을 

별개로 합산한 낙상사고 총수는 74건이었다. 이중 1

회 낙상사고경험은 72명, 2회는 1명이었다(Table 2).

                         
 노인의 낙상 발생장소, 손상부위, 치료부위

낙상 발생장소는 가정이 47건(63.5%)로 가장 많았

고 그 다음은 길, 주차장 등과 같은 운송지역이 12건

(16.2%)으로 많았다. 성별로는 가정에서 발생한 경우

는 여성노인이 29건(61.7%)를 차지하였으며 운송지역

에서는 남성, 여성 노인이 각 6건(50.0%)으로 동일했

다. 농어업시설에서는 여성노인이 7건 중 6건(85.7%)

으로 여성이 많았다. 손상부위별로 낙상의 특성은 손

상당한 경험이 있는 부위를 모두 고르는 다중응답으

로 다리(20건, 25.3%), 등, 허리(19건, 24.1%)로 가장 

많이 손상 받은 부위였으며 다음은 상지(16건, 20.3%) 

순으로 나타났다.  낙상발생 후 치료 장소로는 대부

분이 외래 치료(34건, 45.9%), 입원(32건, 43.2%), 응

급실(7, 9.5%)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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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Male Female

　 n (%) n (%) n (%)

<Occured place> n=74* (100) n=28 n=46
Home 47 63.5% 18 38.3% 29 61.7%
Agricultural or fishery structure  7 9.5%  1 14.3% 6 85.7%
Transportational area 12 16.2%  6 50.0% 6 50.0%
Commercial or service facility  1 1.4%   0 0.0% 1 100.0%
Group dwelling place  2 2.7%  1 50.0% 1 50.0%
Outdoor facility  1 1.4%  0 0.0% 1 100.0%
Outdoors  3 4.1%  1 33.3% 2 66.7%
Others  1 1.4%  1 100.0% 0 0.0%

<Injured area> n=79* (100) n=28  n=51
Lower extremities 20 25.3 11 39.3 9 17.6 
Back/Waist 19 24.1  4 14.3 15 29.4 
Upper extremities 16 20.3  2 7.1 14 27.5 
Head  7 8.9  3 10.7 4 7.8 
Others  7 8.9  4 14.3 3 5.9 
Face  4 5.1  2 7.1 2 3.9 
Neck  3 3.8  1 3.6 2 3.9 
Chest  3 3.8  1 3.6 2 3.9 
Abdomen  0 0.0  0 0.0 0 0.0 

<Treatment place> n=74* (100) n=28 n=46
Emergency room  7 9.5  1 3.7 6 13.3 
Outpatient department 34 45.9 14 51.9 20 44.4 
Admission 32 43.2 12 44.4 20 44.4 
Others  1 1.4  1 3.7 0 0.0 

* total number of falls,  multiple response

Table 3. Experience of Falls                                               

Frequency number Percent (%)

Once 72  99
Twice  1   1
Total  74* 100

* Multiple Response

Table 2. Frequency of Falls                                                           

노인의 낙상 유무별 일상생활수행능력

최근 1년간 낙상경험 유무별 일상생활수행능력은 

Table 4와 같다. 이 도구는 각 문항별로 ‘완전 자립(1

점)’, ‘부분도움(2점)’, ‘완전도움(3점)’의 3단계를 측정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정도가 낮은 것을 의

미하고 의존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낙상 

경험노인의 K-IADL점수는 13.082로 낙상경험이 없는 

노인의 11.057에 비해 높았다(p=.002).

노인의 낙상 유무별  건강관련 삶의 질

낙상유무별 건강관련 삶의 질을 비교한 결과 낙상 

경험노인의 EQ-5D index점수는 0.726(p<.001), 

EQ-VAS 점수는 56.096(p=.003)으로 경험이 없는 노

인에 비해 평균점수가 낮았으며 t-test로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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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ADL EQ-5D EQ-VAS

K-IADL 1
EQ-5D index -0.775** 1

EQ-VAS -0.403** 0.549** 1
** : P<.01

Table 5. Relationship of the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experienced falls unexperienced falls

t p
Mean (SD) Mean (SD)

K-IADL 13.082 (5.002) 11.057 (2.112)  3.176 .002
EQ-5D index  0.726 (0.271) 0.872 (0.134) -4.097 p<.001

EQ-VAS 56.096 (21.266) 66.274 (18.805) -3.063 .003

Table 4. Differences of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Scores 

between Groups

낙상 경험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과 

건강관련 삶의 질의 관계

일상생활수행능력과 건강관련 삶의 질의 상관관계

는 Table 5와 같다. K-IADL과 EQ-5D index와 

EQ-VAS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일상생활수행능력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 

점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상생활수행능력

점수가 높을수록 의존적임을 의미하므로 타인에게 의

존도가 높아지고 건강관련 삶의 질 점수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지역사회 거주노인들의 낙상 경험을 조

사하고 낙상유무에 따른 일상생활수행능력, 건강관련 

삶의 질의 차이를 규명하고 낙상과 일상생활수행능력, 

건강관련 삶의 질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노인의 구체적 낙상 경험분

석을 보면,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3755명 

중 낙상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은 73명이었다. 노

인에게서 낙상경험은 선행연구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

만  국내 연구를 통해 볼 때 낙상을 경험한 노인은 

지역사회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 Kim (2004)의 연구

는 25.9%, Yoo와 Lee (2009)의 연구에서는 31.8%의 

결과를 보였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24.2%(No, 

2005), 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낙상 경험은 

14.2%(Park & Song, 2005)로 기존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이는 2008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는 지

역사회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실태를 규명하는 장점은 

있지만 조사 당시 낙상으로 인하여 병원, 요양원과 

같은 시설에 입원한 사람들은 면대면 조사대상에 포

함되지 않아 낙상경험 횟수가 낮은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결과 1회 낙상경험은 72명(99%), 2회는 1명

(1%)이었다. 설문지의 내용에서 낙상은 5회까지 제한

하였으나 3회 이상의 응답은 없었으며, Kim과 Lee 

(1999)의 연구에서는 낙상에 대한 기술을 3회로 제한

했는데, 한 노인에게 일년동안 1회 이상의 낙상이 발

생할 수 있으나 3회 이상 기억할 만한 낙상사고가 발

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보고와 동일한 결과를 보

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성별 낙상 유병률이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대체로 여성노인이 낙상의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Chang, Chi, Yang & Chou, 2010; 

Fuller, 2000; Jeon, Jeong, & Choe, 2001; Lim et al., 

2002; Yoo & Lee, 2009). 본 연구에서는 남성노인은 

28건(37.8)%이었고, 여성노인이 46건(62.2%)으로 Jeon 

등(2001)의 2.2배, Kim 등(2008)의 2배의 기존 연구보

다는 약간 낮았으나 유사하였다. 이는 여성의 평균수

명이 남성보다 길고 이로 인하여 연령이 높아질수록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낙상 발생 및 

관련 요인에 있어 남녀차이가 있으며 (Kim, 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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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2008) 따라서 여성이 남성보다 낙상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된다.

사고발생 장소로는 가정이 47건(63.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조사결과는 대부분의 연

구결과가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다(Kim & Lee, 

1999; Ham, 2003).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41.7%로서 외부에서 낙상사고가 많

이 발생하는 다른 연령층들과 차이점이 있다(Kim & 

Lee, 2007). 노인들이 집에 기거하는 시간이 많은 때

문으로 생각되며 노인의 사고가 대부분 익숙한 장소

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자 노인들

이 남성에 비해 집안(29건, 61.7%)과 농어업지역(6건, 

85.7%)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낙상

사고 발생장소가 집안과 같이 익숙한 곳에서 많이 나

타나므로 노인이 거주하는 집과 주변 환경을 대상으

로 지역사회진단을 통해 낙상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이

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가정에서는 욕실에 미끄

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고 욕조 안에 지지대를 설치하

며 튀어나온 곳을 정리하는 것과 지역사회에서는 고

르지 못한 길을 정리하거나 어두운 곳에 가로등을 다

는 것과 같은 주변 환경의 낙상방지를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낙상군이 비낙상군보다 하지근

력이 낮기 때문에  (Song & Choi, 2007) 노인 스스로 

낙상방지를 위해 하지근력 강화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간호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낙상으로 손상당한 경험이 있는 부위를 모두 고르

는 다중응답 결과를 보면 낙상으로 인한 손상부위로 

하지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낙상시 하지가 가장 손상

을 많이 받는다는 연구(Yoo & Lee, 2009; Jeon et al., 

2001)와 같은 결과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Kim과 

Lee (1999), Ham (2003)의 연구결과 하지, 상지가 약 

55%를 차지하여 많이 사용하는 사지에 손상이 가장 

많은 것을 보고한 경우와 유사하였다. 특히 노인에서

의 하지근력은 보행능력, 균형능력과 높은 상관관계

가 있어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중요 요소

이므로(Song & Choi, 2007) 낙상 후 노인의 일상생활

동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하지에 이어 등, 허리가 손상받는 경우

도 많았는데 이는 노인의 경우 타 연령에 비해 넘어

지거나, 부딪히면서 허리를 삐는 경우가 많고, 누웠다 

일어나거나, 앉았다 일어나다가 허리를 삐는 경우가 

많다는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Kim & Lee, 1999) 라

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낙상 발생 후 치료 장소로 

외래 치료(45.9%), 입원(43.2%)를 하고 있어 손상노인

의 대부분이 병의원치료를 받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낙상 등의 노인 사고로 인한 의료비용이 증가하고 있

다는 결과(Ham, 2003)를 보여주는 것이다. 

노인의 낙상 유무 집단의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건

강관련 삶의 질을 비교한 결과 낙상 경험노인의 점수

가 높을수록 의존적임을 의미하는 K-IADL점수는 

13.082로 낙상경험이 없는 노인의 11.057에 비해 높

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2). 이는 의존적

인 노인이 독립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노인에 비해 낙

상이 많이 발생한다는 선행연구(Olsson, Löfgren, 

Gustafson, & Nyberg, 2005)와 낙상사고를 경험한 노

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낮다

는 Lim 등(2002)의 연구결과와 같은 결과이다. 

건강관련 삶의 질에 있어서도 낙상 경험노인의 

EQ-5D index점수는 0.726, EQ-VAS 점수는 56.096로 

낙상 경험이 없는 노인에 비해 평균점수가 낮았으며 

낙상 유무와 건강관련 삶의 질인 EQ-5D index와 

EQ-VAS 점수를 비교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p<.001, p=.003). 이는 노인에 있어서 낙상경험은 

지역사회 노인들의 건강관련 삶의 질의 주요 영향요

인이라는 연구(Chang et al., 2010)와 같은 결과이다.  

또한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건강관련 삶의 질의 관

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로 분석한 결과 K-IADL

과 KEQ-5D index와 EQ-VAS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는데(r=-0.775, r=-0.403) 이는 

Cheon, Nam, Choi, Shin과 Kim (2005)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즉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높을수록 의존적임

을 의미하므로 타인에게 의존적일 수록 건강관련 삶

의 질 점수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 모형을 구축하고자 했던 Kim, Lee와 Lee 

(2010)도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의한 직접적 영향을 확

인하였으며, 일상생활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의 여

부가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있어 중요함을 제시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인의 낙상, 일상생활 수

행능력과 건강관련 삶의 질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노인의 특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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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효과적인 낙상방지를 위한 간호중재 및 연구의 적

정 수준 확보에 관한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고 본다. 또한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하기위해 지역

사회 뿐 아니라 노인과 노인의 가족을 대상으로 낙상

예방교육 및 환경개선교육 등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65세 이상 낙상을 경험한 노인과 

경험하지 않은 노인을 대상으로 낙상의 빈도, 낙상 

경험을 규명하고 낙상유무에 따른 일상생활수행능력, 

건강관련 삶의 질의 차이를 규명하고 낙상과 일상생

활수행능력, 건강관련 삶의 질의 관계를 규명하여 추

가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된 비

교조사연구이다. 2008 지역사회 건강조사 원시자료 

중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총 3755명 

중 사고 및 중독을 경험한 175명 가운데 미끄러짐, 

추락의 낙상을 경험한 73명과 낙상을 경험하지 않은 

노인 73명을 선정하여 총 146명을  분석하였다.

건강관련 삶의 질의 측정도구로는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건강상태를 묻는 5개의 문항과 온도계 형식의 

시각 아날로그 척도인 EQ-VAS로 구성되어 있는 

EQ-5D를 사용하였다. 일상생활수행능력은 총 10문항 

3점 척도로 구성된 도구로 한국형 도구적 일상생활활

동 측정도구(Korean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K-IADL)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4.0 version으로 분석하였으며 

낙상 유무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차이가 없음

을   검정을 통해 확인하고, 낙상빈도는 백분율을 

기술적 통계로 나타내고, 낙상 유무집단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건강관련 삶의 질을 평균, 표준편차로 기술

하고 t-test를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일상생활수행능

력과 건강관련 삶의 질과의 관계를 상관관계분석으로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낙상 경험이 많

았다. 특히 여성노인들이 가정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

하였으며, 다리, 등/허리가 가장 많이 손상받는 부위

였다. 낙상을 경험한 노인들이 경험하지 않은 노인에 

비해 일상생활수행능력, 건강관련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일상생활수행능력과 건강관련 삶의 

질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낙상이라는 요인이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

향을 주고 있음은 확인하였으나 전후 관계 규명 및 

낙상의 어떠한 특성과 관련되어 있는지에 관한 연구

를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증가되어가

는 노인의 낙상을 예방하기위해 노인과 노인의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낙

상예방 교육의 시행과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

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 자료는 대상자의 기억에 의존하여 지난 1

년간의 낙상에 관한 경험을 추적하였으므로 자료에 

한계가 있었으며.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건강관련 삶

의 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망 또는 치명적인 

장애 등으로 병원이나 전문요양소에 있는 사람들은 

조사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낙상실태를 반영하지 못

할 수 있고, 심각한 낙상이나 낙상으로 인한 사망이 

누락되었을 수 있다. 또한 2차 자료를 이용하였으므

로 낙상에 관련된 다른 요인을 분석할 수 없었으며. 

조사된 항목은 사고횟수, 사고원인, 사고 장소, 사고

부위. 치료 장소에 불과해 더 세부적인 논의를 하기

에 제한점이 있었다. 따라서 노인의 낙상과 일상생활

수행능력, 건강관련 삶의 질에 관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농촌 및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낙상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건강관련 삶의 질에 관한 보다 

타당성 있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추후 더 많은 

대상군과 더 세부적인 인구사회학적, 심리사회적 인

자 및 낙상관련항목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EQ-5D가 낙상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 평

가도구로 사용되었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도구를 이

용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사고 손상노인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건강관련 삶의 질 측정도구가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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