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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년기의 낙상두려움이 ADL/IADL장애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한 지 나

(신라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장애과정모델을 이론적 토대로 하여 중노년기에 낙상두려움이 위험요인 혹은 악화요인으

로써 ADL/IADL장애와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고령화패널조사를 통해 

수집된 2차 자료(2006년, 2008년, 2010년)를 이용하여 종단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

펴보면, 먼저 낙상두려움은 ADL/IADL장애와 우울증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ADL/IADL장애를 

통해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 또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낙상두려움

이 악화요인으로써 역할을 하는지 살펴본 결과, 중노년기에 신체질환의 경험과 함께 낙상두려움을 가

진 경우에는 ADL/IADL장애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낙상두려움은 장애과정에서 있

어서 위험요인이자, 악화요인으로써도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노년

기의 ADL/IADL장애와 우울증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낙상두려움 관련한 적극적인 개입방안 마련이 필

요함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낙상두려움, 우울증상, ADL/IADL장애, 중노년기

1. 서론

낙상두려움은 넘어지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넘어지는 것을 피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Tinetti et al., 1990).  낙상을 경험한 노인은 실

제로 신체적인 상해를 입지 않았다 하더라도 낙상의 심리적 후유증으로 낙상두려움을 가지게 될 확률

이 높고 이러한 낙상 두려움은 이후의 낙상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의 감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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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낙상과 함께 노년기의 주요 건강 문제로 주목을 받아왔다

(Murphy and Isaacs, 1982; Tinetti et al., 1994; Cumming et al., 2000; Scheffer et al., 2008). 과거 

낙상의 경험은 직접적으로 낙상두려움을 갖게 하는 독립적인 요소로, 낙상두려움은 ‘낙상 후 증후군

(the post fall syndrome)’이라 불리기도 하지만(Murphy and Isaacs, 1982), 낙상두려움을 가지고 있

는 노인들의 50%는 과거에 낙상을 경험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Murphy et al., 2002; Scheffer 

et al., 2008). 게다가 낙상두려움은 생기기 시작하면 실제 낙상경험의 유무와 상관없이 낙상두려움이 

지속되는 성향이 있다고 밝혀졌다(Friedman et al., 2002). 즉, 낙상을 경험하지 않고서도 낙상두려움

을 가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낙상두려움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낙상두려

움은 노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반적인 두려움 중의 하나로서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의 

21-77%에서 낙상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josten et al., 2008). 한국의 경우, 2011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75.7%가 평소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전체 한국노인의 21%가 

지난 1년간 낙상을 경험하였다(정경희 외, 2012). 한국의 낙상 혹은 낙상두려움과 관련한 연구들은 주

로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중심으로 실시되어왔는데, Andresen 외(2006)의 연구를 통해서는 49-65세

의 연구참여자들의 약 36%는 지난 2년간 낙상을 경험하였고, 약 26%가 낙상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처럼 낙상두려움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이른 시기

부터 상당히 일반적으로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겠다.

낙상두려움은 신체활동 그리고 사회참여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우울증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기존의 연구는 밝혔다(남일성·윤현숙, 2014; Chou et al., 2005; Chou and Chi, 2008; Van 

Haastregt et al., 2008). 하지만 기존의 낙상두려움, 활동수준, 우울증상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

은 대부분 편의표집을 통해 모집한 샘플을 이용해 횡단적(cross-serctional) 연구로써 낙상두려움과 우

울증상의 관계에서 신체활동수준의 매개역할을 검증하는데 있어서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할 수 없었다

는 한계가 있었을 뿐 아니라 편의표집샘플로 인해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지닌다. 한국

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낙상두려움과 관련된 연구는 낙상두려움의 요인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뤄왔

고, 주로 횡단연구로 제한되어 왔다. 최근 남일성과 윤현숙(2014)은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종단

자료를 이용하여 낙상의 경험이 낙상두려움을 높이고, 낙상두려움은 신체활동을 덜하게 하며, 결국 우

울증상을 높인다는 경로가 유의미함을 밝혔는데, 각각의 변수들 사이에 2년간의 시간차가 있었지만, 

사전의 상태를 통제하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인과관계를 추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낙상두려

움은 낙상을 경험한 노인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낙상을 경험하지 않은 노인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낙상의 경험을 통제하고 낙상두려움 자체가 위험요인으로써 장애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Verbrugge과 Jette(1994)에 의해 제시된 장애과정모델을 바탕으로 낙상두려움이 장애과

정과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risk factor)이라는 것을 중노년기의 개인을 대상으로 한 전

국적인 패널테이터를 이용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장애과정모델에서 제안된 낙상두려움의 악화

요인(exacerbator)으로써의 역할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낙상두려움이 장애과정과 우울증상

에 위험요인과 악화요인으로써 영향을 미친다면, 낙상뿐만 아니라 낙상두려움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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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1) 장애과정모델(The disablement process model)

장애과정모델에서 장애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건강문제나 신체기능상의 어려움이 사회에서 요

구되는 일상적인 기능들을 행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과정이라는 말이 포함된 것

은 이러한 장애가 발생하는데 있어서 궤적이나 역동이 있을 수 있고, 건강문제나 신체기능상의 어려

움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이 이러한 궤적과 역동에 있어서 장애의 발생과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나타낸다(Verbrugge and Jette, 1994: 3). 저자들은 일상생활수행능력

(Activities of Daily Living: 아래부터는 ADLs로 언급)과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아래부터는 IADLs로 언급)에서의 어려움을 장애의 한 측면을 나타낸 것

이라 기술하며 ADLs과 IADLs을 신체기능상의 제한(functional limitation)과 구별하였다. ADLs과 

IADLs은 비록 개인적인 공간에서 개인이 하는 활동이기는 하지만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하는 활동이

기 때문에 장애의 개념에 더 적합하며, 물건을 집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하는 등의 기본적인 신체적 

움직임에서의 제한이 신체기능상의 어려움에 해당한다고 하였다(Verbrugge and Jette, 1994: 5-6). 

이러한 구별을 반영하여 장애과정모델은 질병, 상해, 유전적, 발달적 문제와 생화학적, 의학적 이상 등

을 포함한 병리(pathology)상태가 신체기능과 구조의 손상(impairments)에 영향을 미치고, 일상생활

에서의 기본적인 신체적, 정신적 행동을 수행하는데 제한(functional limitations)을 발생시키며 결국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disability)을 경험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Verbrugge and Jette, 1994: 3-4, <그림 1> 참조). 장애과정모델은 장애과정의 마지막

에 배치되어 있는 장애를 고정된 상태, 혹은 병리의 종착역으로 여기지는 않았다. 장애는 역으로 기능

제한, 손상, 병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환경을 포함한 다양한 개인의 내외적 요인들

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이후 World Health Organization(WHO)의 포괄적인 장

애개념의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구본미·석재은, 2012). 건강과 장애와 관련한 개념적인 

틀로써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

를 제안한 WHO는 장애를 손상, 활동제한, 사회참여제한을 포함하는 포괄적 용어라고 설명하며, 장애

과정모델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들이 서로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개인적, 환경적 요

인들이 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였다(WHO,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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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Disability)

삶의 질 악화, 입원, 죽음 

등의 심각한 결과       

(Dire & Global Outcomes)

병리

(pathology)

손상

(Impairment)

기능제한

(Functional 

Limitations)

위험요인

(Risk Factors)

개인외적요인

(Extra-Individual Factors)

개인내적 요인

(Intra-Individual Factors)

<그림 1>  장애과정모델 (Verbrugge and Jette, 1994: 4)

최근 장애과정모델을 바탕으로 노년기의 장애에 관련하여 조사를 실시한 연구들에서는 Verbrugge

과 Jette이 제안한 대로, ADLs과 IADLs에서의 어려움을 장애의 한 측면으로 보고 장애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ADL장애와 IADL장애를 사용하였다(구본미·석재은, 2012; 구본미, 2014).장애과정모델은 

장애의 발생과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인 요소들과 환경적인 요소들을 중요하게 설명하는

데, 위험요인과 개입, 그리고 악화요인으로 분류한 바 있다. 

먼저 위험요인(risk factor)은 장애의 발생과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이나 특징들로 주로 

인구학적 특징, 사회적 특징, 삶의 방식, 행동적, 심리학적, 환경적, 생물학적인 개인의 특성들을 포함

한다. 위험요인은 장애를 일으키기 쉬운 요인으로서 장애과정이 시작되기 전이나 혹은 장애과정이 시

작되면서 발견될 수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Verbrugge and Jette, 1994: 8). 

개입은 장애과정이 발생하고 나서 그로 인한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을 지연시키거나 나타나지 않도

록 하기 위해 장애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개인이나 다른 전문가들이 취하는 노력들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악화요인(exacerbators)은 건강문제나 신체적 기능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때 장애

과정을 가속화시키거나 장애과정을 더욱 심각하게 경험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들을 의미한다. 장애과

정이 악화될 수 있는 여러 경우 중 하나를 설명하자면, 개인이 건강문제를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특

정 행동이나 태도는 종종 개인의 장애의 위험을 증가시키기도 하는데, 낙상두려움이나 알콜섭취, 화 

등이 포함될 수 있다(Verbrugge and Jette, 1994: 8). 

ADLs과 IADLs로 측정된 장애가 노년기의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기존의 여러 연구들

을 통해 밝혀진 것과 같이(Jang et al., 2002) 장애과정모델은 장애과정이 삶의 질을 나타내는 행복이

나 삶의 만족도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Verbrugge and Jette, 1994: 7). 

비록 장애과정모델은 낙상두려움이 건강문제가 발생했을 때 장애가 발생할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즉 건강문제와 장애의 관계의 강도를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서 설명하고 있지만, 기존의 낙상

두려움에 관한 연구에서는 낙상두려움이 대부분 위험요인으로서 검증되어 왔었다(Deshpande  et al., 

2008). 특히 낙상두려움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장애의 역할을 살펴본 연구들에서는 낙상두려움이 장애

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검증되어 왔었다(남일성·윤현숙, 2014; Chou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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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u and Chi, 2008).  

신체질환

(2006)

장애 

우울증상 

(2008)

낙상두려움

낙상두려움

(2006)

장애

(2008)

우울증상

(2010)

       <그림 2>  험요인으로써의 낙상두려움             <그림 3>  악화요인으로써의 낙상두려움

본 연구에서는 장애과정모델과 낙상두려움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낙상두려움이 

ADL/IADL장애에 미치는 위험요인으로서와 악화요인으로서의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1. ADL/IADL장애는 낙상두려움과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그림 2).

2. 낙상두려움은 신체질환이 ADL/IAD장애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조절역할을 할 것

이다(그림 3).

2) 낙상두려움(Fear of Falling) 우울증상과의 관계

낙상두려움과 우울증상과의 유의미한 관계는 여러 연구들을 통해 보고된 바 있다(남일성·윤현숙, 

2014; Li et al., 2003; Chou et al., 2005; Gagnon et al., 2005; Chou and Chi, 2008; Kim and So, 

2013). 하지만, 정덕유 외 (2008)의 서울시 230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낙상두려움과 

우울증상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낙상두려움과 우울증상의 관계를 종단적 자료를 

이용해 검증한 연구에서는 기초선 우울증상을 통제한 후, 낙상두려움이 12개월 후의 우울증상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hou and Chi, 2008). 하지만, 기초선 낙상두려움을 통제하고 우울증상이 

1년 후와 2년 후의 낙상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Andresen et al., 2006; 

Chou and Chi, 2008).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낙상두려움과 우울증상은 관계가 있지만, 우울

증상이 낙상두려움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낙상두려움으로 인해 우울증상이 생기거나 증가할 수 있다

는 결론을 낼 수 있겠다. 낙상두려움은 또한 노인들이 고관절 수술 후 회복을 하는데 있어서 고통이

나 우울증상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Voshaar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장애

과정모델을 바탕으로 장애를 통해 낙상두려움과 우울증상과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

만, 낙상두려움이 우울증상이 미치는 주효과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이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즉, 

낙상두려움 자체가 노인 개인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상태로써 우울 증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

정할 수 있다. 특히, 낙상 때문에 일어날 일 중 어떤 것을 노인들은 가장 두려워 할 것인가에 대한 연

구에서는 장애뿐만 아니라 정체성에 손상이 갈 수 있다는 점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Yardley and Smith, 2002). 낙상두려움은 낙상이 개인의 독립성과 정체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자동적 사고와 결합된 감정으로써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그 자체가 스트레스 요인으로써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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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증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3) 낙상두려움과 ADL/IADL장애와의 관계

낙상두려움과 ADL/IADL장애와의 관계는 기존의 여러 연구들을 통해 병원이나 재활시설을 이용

하는 노인들에게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거주 하고 있는 노인들에게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박지원·유혜라, 2006; 남일성·윤현숙, 2014;  Tinetti et al., 1994; Chandler et al., 1996; Murphy 

et al., 2002; Li et al., 2003; Andresen et al., 2006; Deshpande et al., 2008; Denkinger et al., 2010; 

Shin et al., 2010).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인 장애과정모델에서는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낙상두려움이 장애과정을 촉

진시킬 수 있는 악화요인으로써 설명되어진 바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된 기존의 낙상두려움과 장

애와의 관계를 살펴본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낙상두려움은 장애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요인(risk 

factor)으로 가정되어왔다. 연구결과들은 대부분 낙상두려움과 장애의 관계가 유의하다고 나타났는데, 

주로 횡단 연구들의 결과로 낙상두려움이 장애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내기에 한계가 많다. 최근 남

일성과 윤현숙(2014)의 연구에서 낙상두려움이 ADLs에 미치는 영향을 한림고령화패널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나, 사전의 ADLs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향력을 살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결론내리

는 데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 Denkinger 외(2010)의 재활병원에 입원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는 낙상두려움이 사전의 ADLs수준을 통제한 후에도 재활시설에 머물렀을 때의 사후조사에서 뿐만 

아니라 퇴원 후 4개월이 지나고 나서의 ADLs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독일

의 한 재활병원에 입원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기 힘든 한계가 있다. 

Deshpande 외(2008)가 이탈리아의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낙상두려

움으로 인한 활동제한이 사전 조건을 통제한 후에도 3년 후의 ADLs과 IADLs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종단자료를 통해 낙상두려움이 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들이 

있긴 하지만,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의 전국규모의 패널데이터를 통해 낙상두려움이 장애

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장애과정모델과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

으로 낙상두려움이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이라는 것과 장애과정에 악화요인으로써도 작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며 한국의 노인들의 전국규모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존의 연구들의 한계점들을 

보완하고자 한다. 

4) 장애와 우울증상과의 관계

노년기의 일상생활활동 능력의 저하는 우울증상을 야기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밝혀져 왔을 뿐 아니

라(Yang and George, 2005; Fauth et al., 2014), 일상생활활동 능력의 저하는 우울증상과 상호 영향

이 있는데 일상생활활동 능력의 저하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이 우울증상이 일상생활활동 능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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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에 미치는 영향보다 크다고 보고된 바 있다(Gayman et al., 2008; Chen et al., 2012). Denkinger 

외(2010)의 종단 연구에서는 우울증상이 장애의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기도 하였다. 장애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은 장애과정모델을 통해서도 설명이 되지만, 스트레스 이

론을 통해서도 지지된다. 일상생활을 하거나 사회활동을 하는데 발생하는 어려움이 스트레스로 작용

하여 결국 우울증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낙상두려움이 장애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장애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부분적으로 검증된 바 있지만, 장애과정모델을 바탕으로 낙상두려움이 장애에 영향을 미침으로

써 우울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통합적 모형에 대한 검증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노인을 대상

으로 한 전국규모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낙상두려움이 장애와 우울에 위험요인으로써 영향을 미치

는지 검증하고, 낙상두려움-장애-우울증상의 경로모형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장애과정모델

이 설명하는 것처럼 낙상두려움이 신체적 건강문제가 생겼을 때 장애과정을 악화시키는지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 한국노동연구원)의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2006년에 1차년도 조사가 실시되었고, 2008년에 2차

년도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3차년도 조사는 2010년에 실시되었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2006년 지역

과 주거형태별 층화 및 할당표집을 통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45세 이상 중고령자 

10,254명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시작으로 2년마다 본 조사를 실시하여 왔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중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 규모의 대표적인 샘플로 패널조사가 수행되고 있고 현재 3개 연도 이상

의 자료가 활용 가능하므로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적합하다(Cole and 

Maxwell, 2003). 본 연구에서는 장애과정모델을 바탕으로 위험요인 혹은 악화요인으로써의 장애과정

에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1-3차에 모두 참여한 7713명의 참여자의 자료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190  한국사회복지학 제67권 제 2 호

2) 변수

(1) 우울증상

우울증상은 CESD-10을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CESD는 Radloff(1977)에 의해 20개의 질문으로 개

발되었고, 한국어 버전은 Cho와 Kim(1998)에 의해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바 있다. CES-D의 축

약버전인 CESD-10은 Andresen 외(1994)에 의해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CESD-10 한국어 버전은  10

개의 질문에 대해 0(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음)부터 3(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음)까지의 4점 리커트 척

도를 이용하여 얼마나 종종 우울증상을 경험하는지 대상자들이 대답하도록 구성되었다. 10개 문항에 

대한 응답의 총합을 사용하였고, 점수범위는 0부터 30이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상을 더 자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hronbach’s α)는 2006년에는 0.807, 2008년에

는 0.819, 2010년에는 0.861로 나타났다.

(2) 낙상두려움

낙상두려움은 2006년도의 “낙상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상자들의 응답을 

사용하였다. 낙상두려움 질문에 대상자들은 0(전혀 두렵지 않다), 1(조금 두렵다), 2(많이 두렵다) 중 

하나를 선택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낙상두려움이 없는 대상자와 낙상두려움이 있는 대상자를 0과 1로 

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장애

장애는 ADLs과 IADLs의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ADLs은 옷 갈아입기, 세수/양치/머리감기, 

목욕/샤워, 식사, 방 밖으로 나가기, 화장실 이용, 대소변 조절을 포함한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IADLs은 몸단장, 집안일, 식사준비, 빨래, 교통수단 이용, 금정관리, 전화사용, 물건사기, 근거리 

외출, 약 챙겨먹기를 포함한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1로 코딩하고 도

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0으로 코딩한 후 ADLs과 IADLs의 총17개 문항에 대한 응답을 합한 값으

로 사용하였다.

(4) 신체질환

신체적 건강의 어려움은 2006년도의 조사자료를 이용하고, 2006년도를 기준으로 조사시점 이전에 

진단 받은 적이 있는 질병의 개수를 사용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는 고혈압, 당뇨, 암 혹은 악

성종양, 폐질환, 간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정서적/신경성/정신과적 질병, 관절염 혹은 류마티스를 

포함한 총 9종류의 주요 질병에 대해 진단여부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질환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서적/신경성/정신과적 질병의 진단 여부를 제외한 총 8종류의 질병의 진단여부를 사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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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제변인

독립변수들의 종속변수들로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종속변수들의 전 조사년도의 값들은 모두 통

제되었다(2006년도 ADLs/IADLs, 우울증상; 2008년도 우울증상). 또한, 2006년도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의 낙상 경험 여부도 모든 모델에서 통제되었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

혼상태가 모든 모델에 포함되었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모델에서는 2006년도의 신체질환이 통

제변인으로 포함되었다. 

3) 분석방법

SPSS를 이용하여 전체 연구대상자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분석에 사용된 변수를 중심으로 기술

통계를 실시하였고, 낙상두려움의 여부에 따라 연구대상자의 특징을 비교하기 위해 교차분석과 t검정

을 실시하였다. 낙상두려움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장애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경로분석을 부트스트랩 방법을 이용하여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보고

하였다. 부트스트랩은 5,000회 실시하였다. 기존의 매개효과 분석에서 주로 사용된 Sobel test는 표본

(a*b)의 분포가 정규분포가 아니라 편향된 분포를 지니고 있지만, 정규분포의 가정을 전제로 한 

z-test를 이용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때문에 간접효과를 과소 추정하는 문제가 있다

(Cheung and Lau, 2008). 연구의 표본 수가 크고, 각각의 회귀계수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Sobel test

도 충분한 검증력이 있다는 보고가 있지만(Cheung and Lau, 2008), 본 연구는 표본의 수는 크지만, 

회귀계수의 크기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정규분포가정에서 자유로운 부트스트랩방법을 이용하여 매개

효과의 유의성를 측정하였다. 매개효과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의 사전 값을 통제

하였고, 2006년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의 낙상경험과 나이, 교육수준, 결혼상태, 성별이 모형에서 통제

되었다. 신체질환이 장애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낙상두려움이 조절하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신체질

환 변수를 중심화(mean-centered)한 값을 낙상두려움 변수와 곱한 후 모형에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경로분석은 Mplus를 활용하였다.

4.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61.27(SD=10.56)세였고, 여성이 56.9%였으며, 약 80%의 연구대상자는 혼인상태에 있었다. 2006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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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지난 2년간 낙상을 경험한 연구대상자는 3.8%였고, 낙상을 경험하지 않은 대상자는 96.2%

였는데, 이 중 41.8%는 낙상을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낙상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표 1>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

변수 Mean (SD) 혹은 % t 혹은 χ
2

범위
전 체

(n=7713)

낙상두려움 있

음 (n=3367)

낙상두려움 없

음 (n=4346)

우울증상 (2010) 0-30 7.53(5.64) 9.05(6.09) 6.35(4.95) -20.91
***

우울증상 (2008) 7.23(5.49) 8.93(5.96) 5.93(4.69) -23.92
***

우울증상 (2006) 6.44(4.88) 8.04(5.56) 5.29(3.88) -25.08
***

ADLs/IADLs장애 (2008) 0-17 0.56(2.19) 1.04(3.03) 0.18(1.07) -15.72
***

ADLs/IADLs장애 (2006) 0.53(2.08) 1.02(2.96) 0.15(0.80) -16.60
***

신체질환 0-7 0.69(0.92) 0.99(1.02) 0.46(0.74) -25.46
***

낙상경험 있음 3.8% 90.1% 9.9%
265.81

***

         없음 96.2% 41.8% 58.2%

교육 1-4 1.99(1.06) 1.54(0.88) 2.34(1.05) 36.30
***

나이 45-97 61.27(10.56) 66.57(10.10) 57.17(8.96) -42.58
***

성별 남 43.1% 31.3.% 68.7%
364.64

***

     여 56.9% 53.0% 47.0%

결혼 혼인중 79.9% 37.7% 62.3%
436.83

***

     혼인중 아님 20.1% 67.2% 32.8%

  

 ***p<.001, **p<.05, *p<.01.

연구대상자를 낙상두려움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각 변수들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모두 유의미

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상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연구대상자들은 더 많은 우울증상을 

가지고 있었고, ADLs/IADLs에서도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였으며, 신체질환 또한 더 많이 앓고 

있었다. 

2) 낙상두려움의 영향과 ADL/IADL장애의 매개효과

낙상두려움이 ADL/IADL장애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과 ADL/IADL장애가 낙상두려움과 우울증상의 

관계에 있어서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χ
2
(1)=12.984, 

p=.0003, CFI=0.999, RMSEA=0.040, SRMR=0.003으로 나타났다. χ2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

났으나, 표본크기에 대한 민감성을 감안하고 다른 적합도를 살펴보면 모형이 데이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분석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속변수인 ADL/IADL장애와 우울증상의 기초선 

값(2006년)을 통제한 후에, 기초선 낙상두려움은 2년 후의 ADL/IADL장애(b=.282, p<.001)와 우울증

상(b=.492, p<.001)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8년도의 ADL/IADL장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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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후인 2010년도의 우울증상 (b=.084, p<.05)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매개효과 검증을 한 경로분석

ADLs&IADLs (2008) 우울(2008) 우울(2010)

낙상두려움(2006) .282(.048)
***

.492(.127)
***

.362(.130)
**

신체질환 .089(.032)
**

.460(.072)
***

.248(.068)
***

낙상경험 .182(.183) .821(.325)
*

-.107(.260)

교육 .184(.016)
***

-.005(.015) -.060(.014)
***

나이 .015(.003)
***

.062(.007)
***

.042(.007)
***

성별 -.087(.050) .820(.113)
***

.060(.114)

결혼 -.287(.104)
**

-.219(.145) .213(.129)

우울(2006) .423(.015)
***

.183(.015)
***

우울(2008) .399(.014)
***

ADLs&IADLs (2006) .601(.034)
***

.187(.037)
***

 -.029(.040)

ADLs&IADLs (2008) .084(.041)
*

R
2

.400 .278 .309

매개효과 95% 신뢰구간

낙상두려움(2006)->ADLs/IADLs(2008)

->우울증상(2010)

하한값 상한값

.003 .044

모형적합도

χ
2
(df) RMSEA CFI SRMR

12.984(1), p =.0003 .040 .999 .003

  

 ***p<.001, **p<.05, *p<.01.

즉, 중노년기에 낙상두려움을 가지는 사람은 2년 후에 ADL/IADL장애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우울증상을 가질 가능성 또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DL/IADL장애를 가지는 사람

은 2년 후에 우울증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ADL/IADL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2006년도의 낙상두려움이 2008년도의 ADL/IADL장애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2010년도의 

우울증상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지 부트스트랩핑의 결과를 보면, 매개효과의 크기는 .024였고, 95% 

하한값은 .005, 상한값은 .047로 나타나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음으로, 매개효과는 

95%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낙상두려움의 조절효과

신체질환이 ADL/IADL장애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낙상두려움이 조절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평균 중심화한 신체질환의 값과 낙상두려움의 값을 곱하여 경로분석 모형에 추가하

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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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Ls&IADLs (2008) 우울(2008)

낙상두려움(2006)   .251(.046)
***

 .487(.127)
***

신체질환 -.171(.054)
**

 .421(.086)
***

낙상경험 .155(.185)           .817(.325)
*

교육   .116(.016)
***

         -.015(.022)

나이   .017(.003)
***

  .062(.007)
***

성별 -.082(.047)   .821(.113)
***

결혼  -.135(.083)
**

         -.196(.151)

우울(2006)   .423(.015)
***

ADLs&IADLs (2006) .596(.034)
**

 .186(.037)
***

낙상두려움*신체질환 .419(.081)
***

          .063(.088)

R
2

.278 .413

모형적합도

χ
2
(df) RMSEA CFI SRMR

11.365(1), p =.0007 .037 .998 .003

 <표 3>  만성질환과 ADLs/IADLs장애의 계에서의 낙상두려움의 조 효과

***p<.001, **p<.05, *p<.01.

<그림 4>  조 효과 그래

분석 결과, 모형은 데이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χ2(1)=11.365, p =.0007, CFI=0.998, 

RMSEA=0.037, SRMR=0.003], 상호작용항은 ADL/IADL장애에는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b=0.419, p<.001) 우울증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0.063, 

p=0.478). 이는 낙상두려움은 신체질환과 ADL/IADL장애의 관계에 있어서는 조절역할을 하지만, 신

체질환과 우울증상의 관계에서는 조절역할을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림 4>는 신체질환이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낙상두려움이 신체질환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 독립변수인 신체질환을 평균값을 중심으로 신체질환이 적은 집단과 신

체질환이 많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낙상두려움의 유무와 상호작용하였을 때 추정된 ADL/IADL장애의 

주변평균 점수를 이용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4>를 살펴보면, 낙상두려움이 없을 경우와 

낙상두려움이 있을 경우의 기울기의 차이를 통해 낙상두려움이 없을 경우에 비해 낙상두려움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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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신체질환이 ADL/IADL장애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장애과정모델과 기존의 낙상두려움 관련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하여 낙상두려움이 장

애과정에 있어서 위험요인으로서와 악화요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지 중노년기의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국적인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종단연구를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중노년기에 경험하는 낙상두려움은 2년 후의 ADLs/IADLs에서의 어려움을 증가시

키고 우울증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낙상두려움은 2년 후의 우울증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낙상두려움은 2년 후의 ADL/IADL장애를 통해 4년 후의 우울증상에 간접적인 영

향 또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과정모델에서는 일반적으로 신체질환이 ADL/IADL장애에 영

향을 미치고 결국 행복 혹은 삶의 질과 연관된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하는데, 본 연

구를 통해 낙상두려움도 장애과정의 위험요인으로써 신체질환과 더불어 장애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상두려움이 장애(Deshpande et al., 2008; Denkinger et al., 2010)와 우울증상

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남일성.윤현숙, 2014; Li et al., 

2003; Chou et al., 2005; Gagnon et al., 2005; Chou and Chi, 2008; Kim and So, 2013).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연구들이 편의표집과 일부지역주민 대상으로 실시됨으로 인해 지녔던 일반화에 있어서의 

한계점을 전국적인 대표 데이터를 이용함으로써 다소 극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낙상두려움이 

ADL/IADL장애의 변화를 통해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은 Chou 외(2005)가 요양원에 입소

한 중국의 노인들을 편의표집해서 실시한 횡단연구에서 검증된 바 있는데, 본 연구를 통해 한국의 지

역사회에 거주하는 중노년기의 개인들을 대상으로도 낙상두려움과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ADL/IADL

장애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낙상두려움-장애-우울증상 모형을 검증한 횡단

연구(Chou et al., 2005)나 종단연구(남일성·윤현숙, 2014)는 횡단연구의 특성상 혹은 종단연구모형에

서 종속변수의 사전 값을 포함하지 않은 특성 때문에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었는

데, 본 연구는 패널데이터를 이용해 종속변수의 사전 값들을 통제함으로써 세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한 매개효과를 검증했다는 데 의의가 있겠다. 

본 연구는 기존의 낙상두려움 관련 연구들에서 관심을 받아왔던 위험요인으로써의 낙상두려움의 

역할 뿐만 아니라, 장애과정모델에서 제시한 낙상두려움의 악화요인으로써의 역할 또한 검증하였다. 

그 결과 낙상두려움은 장애과정모델에서 제시한 것처럼 신체적 질병이 ADL/IADL장애에 미치는 영

향에 있어서 악화요인으로써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체적 질병을 경험하는 중노년기의 개인

이 낙상두려움을 가졌을 때 낙상두려움을 가지지 않았던 개인에 비해 2년 후 ADL/IADL장애에서의 

어려움이 더 증가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장애과정모델을 토대로 제안했듯이 중노년기 개인이 신체

적 질병을 경험할 때 낙상두려움까지 동반하여 경험하게 된다면 ADL/IADL장애 발생의 위험성을 증



196  한국사회복지학 제67권 제 2 호

가시키거나 가속화 시킬 수 있는 악화요인이라는 것을 검증함으로써 장애과정모델을 지지한다. 낙상

두려움이 신체적 질병과 우울증상의 관계에서도 조절역할을 하는지 검증하였으나, 낙상두려움은 신체

적 질병과 우울증상의 관계에 있어서는 조절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과정으로 인해 

나타나는 우울증상에 낙상두려움은 위험요인으로써 역할을 하지만, 악화요인으로써의 역할은 하지 않

는다고 결론내릴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낙상두려움은 장애과정에 있어서 ADL/IADL장애를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임과 동시에 

신체적 질병이 발병했을 때 ADL/IADL장애의 발생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는 악화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낙상두려움의 주효과와 조절효과에 대한 결론을 바탕으로 중노년기의 개인을 대상

으로 하는 보건의료 혹은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자와 정책결정자들은 대상자들의 낙상두려움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장애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ADL/IADL장애와 우울증상을 최

소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신체적 질병을 경험하면서 낙상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사람보

다 낙상두려움을 가지는 사람이 ADL/IADL장애에 있어서 어려움을 더 경험한다는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신체적 질병으로 인해 진단을 받거나 입원한 중고령자의 경우, 낙상두려움에 대한 사정을 하고 

필요시 낙상두려움 정도에 대해 건강의료 혹은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효과적인 개입을 함으로써 질병

으로 인한 ADL/IADL장애를 예방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Zijlstra 외(2007)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낙상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한 개입의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결과, 비록 낙상두려움이 아닌 낙상의 예방을 주목적으로 한 개

입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가정방문을 통한 운동적 개입, 지역사회의 타이치 집단 개입, 낙상 예방을 위

한 다면적 프로그램이 낙상두려움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처

럼 낙상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입이 발전해 오기 보다는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개입의 

부수적인 효과로써 낙상두려움의 감소는 보고되어 온 경향이 크다. 비록 Zijlstra 외(2007)의 검토를 

통해서는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타이치와 운동적 개입이 낙상두려움을 감소시키는 데에도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Gu 외(2005)의 낙상예방 운동중재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검토에서는 심리

사회적 접근을 포함하지 않은 운동중재만으로는 낙상두려움을 줄이는 데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권명순(2011)은 교육을 포함한 운동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신체

기능과 심리기능에 미치는 효과성을 검증하였는데, 운동과 교육 프로그램은 신체기능은 향상시켰으나, 

낙상두려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집단 프로그램 후 자가 관리용 프로그

램을 추가적으로 실시한 이후에는 낙상두려움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여 참여자의 동기가 낙상두려움을 

줄이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명순, 2011). 

Tennstedt 외(1998)는 개입의 목적을 낙상두려움에 두고 인지행동개입의 효과성을 검증한 바 있는

데, 낙상에 대한 오해나 믿음을 재구조화함으로써 낙상두려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권명

순(2011)의 연구와 함께 개인의 동기, 믿음, 효능감과 같은 심리적인 요소가 낙상두려움을 감소하는데 

유의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지만, 낙상두려움 자체가 주요 목적으로써 개입프로그

램이 실시된 경우도 많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요 낙상예방 프로그램에서도 낙상두려움 감소에 효과적

일 수 있는 심리적 접근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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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비롯한 관련 연구들을 통해 낙상을 경험하지 않은 중노년기의 개인들에게서도 낙상두려

움이 낙상, 우울, 신체적 기능 감소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낙상 두려움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낙상 예방 프로그램에서 낙상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 

또한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낙상 두려움을 비롯한 장애와 우울의 감소에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었는지 

평가 또한 원활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해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대상자는 한국고령화패널

조사에 참여한 45세 이상의 중고령자였는데, 연령대에 따라 분석한 경로모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고령자 뿐 아니라 60세 혹은 65세 미만의 대상자들을 포함하고도 낙상

두려움의 부정적인 영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낙상두려움이 고령자만의 어려움이 아닐 수 있다

는 사실을 밝힌 데 의의가 있을 수 있으나, 연령대에 따라 변수 간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대에 따라 경로모형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지 못했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중

년기, 노년기, 초고령기에 속한 그룹들 간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해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는 

경로모형을 통해 변수들간의 관계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측정오류가 없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가설들을 

검증하였지만, 추후에는 잠재변수들을 이용한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측정오류들을 통제한 후 가설들

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낙상두려움을 낙상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지에 대

한 하나의 질문을 통해 측정했는데, 다른 낙상두려움 측정도구를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차이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낙상두려움 연구에 있어서 낙상두려움은 본 연구와 같이 

낙상두려움에 대한 직접적인 하나의 질문을 통해 측정한 경우(남일성.윤현숙, 2014; van Haastregt et 

al., 2008; Kempen et al., 2010)와 낙상두려움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경우가 있는데, 측정방법

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낙상두려움의 

측정도구로 사용되는 Falls Efficacy Scale(김수진, 2004; 정덕유 외, 2008; Tinetti, 1990; Shin et al., 

2010), 혹은 The Survey of Activities and Fear of Falling in the Elderly(SAFFE: Lachman et al., 

1998; Li et al., 2003; Chou et al., 2005) 등을 이용하여 본 연구의 가설들을 재검증해 볼 수 있겠다. 

낙상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은 측정도구들을 포함

하여 측정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낙상두려움이 위험요인이자 악화요인으로써 

장애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사전 값들을 통제한 종단연구모형을 통해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중노년기를 보내고 있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와 우울

증상의 예방을 위해 낙상두려움의 감소를 주목적으로 하는 개입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특히 신체적 

건강의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거나 겪고 있는 중노년기의 개인들을 대상으로 낙상두려움의 여부를 사

정하고 개입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는 바이다. 낙상두려움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방안 마련과 함

께 관련 프로그램 평가 또한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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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r of Falling, ADL/IADL disability, and Depressive Symptoms in 

Korean Community-Dwelling Middle-aged and Older People

Han, Jina

(Silla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s among fear of falling, ADL/IADL 

disability,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Korean community-dwelling middle- 

aged and older adults based on the disablement process model. The panel data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KLoSa) were used to test whether 

fear of falling affects disablement process as a risk factor and an exacerbator. The 

results of path analysis showed that middle-aged and older adults who reported 

fear of falling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ADL/IADL disability and 

depressive symptoms, and fear of falling influenced depressive symptoms 

through increasing the risk of ADL/IADL disability. In addition, fear of falling 

exacerbate the risk of ADL/IADL disability among middle-aged and older adults 

who had chronic illnesses. The results indicated that fear of falling is not only 

risk factor but also excerbator in predicting ADL/IADL disability and depressive 

symptoms prospectively.   

Key words: fear of falling, depressive symptoms, ADL/IADL disability, 

middle-aged and older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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