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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factors influencing evidence-based fall 

prevention nursing performance of hospital nurses.

Method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344 nurses from three general hospitals from 

January 20 to March 10, 2013. The study instruments included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nd awareness and performance of fall prevention. Data were analyzed by t 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v. 20.0.

Result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awareness and performance according to age, 

marital status, clinical experiences, workplace, experience of fall prevention education, knowledge of 

fall prevention, compliance with fall prevention, attention  level toward prevention, recognition level of 

potential falls, nurse responsibility for falls, importance of fall prevention, efforts level for fall 

prevention, and awareness score of falls prevention.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among awareness 

and performance of fall prevention. Based on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compliance with fall 

prevention, efforts level for fall prevention, and awareness score of falls prevention were significant 

predictors for performance of fall prevention. The explanation power of the model was 64.1%.

Conclusion: The findings revealed the need to develop an effective nursing intervention to improve 

hospital nurses’ performance for fall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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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낙상사고는 입원환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뿐 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공중보건문제이다. 외국의 경우 일 재원 환자 수 

1,000명 당 3.1건의 낙상이 발생하며, 낙상환자 

중 34%에서 손상이 있었으며[1], 국내 연구에서도 

종합병원 입원환자 1,000명당 1.9건의 낙상이 발

생하고 낙상환자 중 32.7%에서 손상이 있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2]. 이러한 병원에서의 낙상사고는 

노인에서 더 많이 발생하여 병원 낙상사고의 

58.3%이다[3]. 특히 병원에 입원한 노인은 노화과

정에서 오는 낙상위험요인 외에도 신체 기동성이

나 인지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 복용이나 

치료 등으로 인해 낙상위험요인에 더 많이 노출 

되어 있다[1, 4].

이러한 낙상사고는 출혈, 골절, 뇌손상 등의 심

각한 상해를 초래할 뿐 만 아니라 손상으로 인한 

심각한 장애는 환자의 일상생활에 독립성과 자신

감 상실을 초래하고, 심지어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낙상으로 

인한 손상은 추가적인 의료비용의 부담과 입원기

간의 연장, 심지어는 의료과실로 소송의 원인이 

될 수 있다[1, 4, 5]. 실제로 한국소비자 보호원에 

접수된 병원의 환자 안전관리 관련 의료분쟁에서 

낙상이 43.9%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 낙상이 

중요한 환자안전 문제임을 알 수 있다[6]. 병원에

서의 낙상사고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중

요한 요인이며, 의료기관 인증평가 지침에도 낙상

관련 항목이 포함 되어 환자 안전보장 활동에 대

한 중요한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낙

상사고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

에 낙상의 고위험군 노인을 선별하고 낙상의 위험

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해 낙상을 예방하는 것은 간

호사의 중요한 업무이다.

입원환자의 낙상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은 낙

상 과거력, 근육허약, 뇨실금, 빈뇨, 불안, 진정제 

사용, 기립성 저혈압, 혼돈, 보행장애였으며[1, 7], 

부적절한 보행보조기구, 신발, 조명, 미끄러운 바

닥 등 환경적 위험요인도 낙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8]. 이러한 낙상은 한 가지 

요인으로 발생하기보다 복합적인 요인이 상호작용

하여 발생한다. 최근 낙상은 신체적 위험요인과 

환경적인 위험요인을 분석해볼 때 예측과 예방이 

가능한 건강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낙상예방간호 

권고지침에 따르면 병실환경 관리 및 운동, 복용

약물 검토, 직원, 환자, 가족의 낙상예방간호 교

육, 낙상 후 원인분석 등의 다양한 낙상예방간호 

프로그램이 낙상을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으며[9], 병원에서도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일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낙

상감소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결과

에서 노인입원 환자의 낙상위험에 대한 인지정도

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낙상예방간호교육이 형식

적이고 획일화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

적했다[10, 11].

최근 간호계는 간호실무에 있어 최상의 근거를 

확인 및 평가하고 이에 따른 근거 기반 실무를 적

용해야 할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근

거기반 간호 실무는 환자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

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자원을 바탕으로 간호사들

이 연구결과에서 나온 근거와 전문직 경험 그리고 

환자의 선호도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상적 의

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노인환자

의 낙상예방간호를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근거기반 실무가 요구됨에도 이에 대한 인식

과 수행 정도를 파악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12, 13]. 또한 국내에서 시행된 낙상 연구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낙상실태조사나 낙상영향 요

인, 낙상 지식과 태도[2, 3, 11, 14]를 확인하는 연

구들이 주로 이루어졌으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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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예방간호 관련 연구[13,15,16]는 부족한 실정

이다. 이에 본 연구는 근거기반 낙상예방간호 권

고 사항을 중심으로 병원 간호사의 낙상예방간호 

인지정도와 수행 정도를 파악하여 과학적 근거와 

실무의 격차를 확인하고, 낙상예방간호 수행에 미

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낙상예방간호 수행 향

상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병원간호사의 근거기반 노인낙상예방간호에 

대한 인지도와 수행도를 파악한다.

• 병원간호사의 일반적 특성과 낙상관련 특성에 

따른 근거기반 노인낙상예방간호에 대한 인지도와 

수행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병원간호사의 근거기반 노인낙상예방간호에 

대한 인지도와 수행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병원간호사의 근거기반 노인낙상예방간호 수

행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근거기반 노인 낙상예방간호에 대한 

병원 간호사의 인지정도와 수행정도를 파악하고 

수행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시와 C시에 소재하고 있

는 3개 종합병원에서 노인환자를 돌본 경험이 있

고 경력이 6개월 이상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

다.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설문에 동의한 간

호사 37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설문에 

대한 응답이 누락된 26명을 제외한 344명을 분석

에 사용하였다. 표본수 산정은 G * Power 3.0 분

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을 위

해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에서 검정력 .95, 

독립변수 14개일 때 표본수 204명을 근거로 하였

다[17].

3. 연구도구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낙상관련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낙상관련 특성은 연

령, 결혼상태, 학력, 경력, 근무부서, 교육 경험 

횟수, 낙상예방간호 지식정도, 낙상예방간호 이행

정도, 낙상예방간호 관심 정도, 낙상잠재성 인지

정도, 낙상에 대한 간호사의 책임인지, 낙상예방

간호의 중요성인식 정도, 낙상예방간호에 대한 노

력정도에 관한 1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근거기반 노인 낙상예방간호에 대한 인

지도

근거기반 노인 낙상예방간호에 대한 간호사의 

인지도를 측정하기 위해 미국 National Guideline 

Clearinghouse에 등재된 Lyons[18]의 노인 낙상

관리 지침과 캐나다 온타리오 간호협회의 노인 낙

상예방간호에 대한 근거중심 실무가이드라인에 등

재된 권고사항[19]과 American Geriatrics 

Society, British Geriatrics Society(AGC/BGC)

의 노인 낙상예방간호에 대한 임상실무 가이드라

인[19]과 Australian Commission on Safety and 

Quality in Health Care[20], Health Care 

Association of New Jersey(HCANJ)[21],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NICE)[22]의 낙상예방간호 권고사항

을 비교분석하여 추출하였다. 추출된 권고사항을 

간호대학교수 1인과 내·외과계 간호사 3인에게 

자문을 구한 후 수정하였다. 최종 인지도 평가에 

포함된 권고는 낙상력 검토 2문항, 낙상 잠재성 평

가 2문항, 포괄적 낙상 평가 18문항, 낙상예방간

호 20문항, 낙상 시 관리 5문항으로 총 47문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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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매

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그저 그렇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간

호사의 인지도를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94이었다.

3) 근거기반 노인낙상예방간호에 대한 수

행도

간호사의 근거기반 노인낙상예방간호에 대한 

수행도를 측정하기 위해 인지도와 동일한 권고항

목을 사용하였다. 각 항목은 5점 척도로 구성하여 

‘항상 수행 한다’ 5점, ‘자주 수행한다’ 4점, ‘가끔 

수행한다’ 3점, ‘거의 수행하지 않는다’ 2점, ‘전혀 

수행하지 않는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수행

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

도는 Cronbach’s α = .94이었다.

4. 자료수집

1)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대상 병원의 의학연구 윤리심의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

인을 받은 후(승인번호: 2012-04-022) 선정기준

에 맞는 대상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동의서

를 서면으로 받은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설문지는 ID로 입력하여 분석하였다.

2)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3년 1월 20일부터 

2013년 3월 10일까지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을 위

하여 본 연구대상 병원의 간호부를 통해 연구목적 

및 협조를 구한 뒤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익명과 비밀이 보장되며 원하지 않을 경우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됨을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에 수락한 대상자들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얻

은 후 설문지 370부를 배부하였으며, 설문지 작성

이 불충분한 자료 26부를 제외한 총 344부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0.0을 이용하여 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낙상관련 특성은 기술통계

를, 대상자의 근거기반 노인낙상예방간호에 대한 

인지도와 수행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고 

두 변수간의 차이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근거기반 노인낙상

예방간호에 대한 인지도와 수행도의 차이는 

t-test 또는 ANOVA, Scheffé 사후검정으로 분석

하였다. 대상자의 근거기반 노인낙상예방간호에 

대한 인지도와 수행도의 상관관계를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고, 노인 낙상예방간호 

수행도에 영향을 주는 예측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낙상관련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평균연령은 

30.6세였으며, 26-30세가 124명(36.0%)으로 가

장 많았다. 결혼 상태는 미혼이 64.0%로 많았으

며, 학력은 학사 졸업이 140명(40.7%), 임상경력

은 5년 미만의 경력이 138명(40.1%)으로 가장 많

았다. 근무부서는 내과병동 154명(44.8%), 외과병

동141명(41.0%)순이었다.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306명(89.0%), 책임간호사는 18명(5.2%), 수간호

사는 20명(5.8%)으로 일반간호사가 가장 많았다. 

본 연구 대상자의 낙상관련 특성으로 92.7%가 낙

상에 관한 교육을 받았으며, 낙상예방간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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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Fall-related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ge (year) <25
26-30
31-35
≥36

 90 
124
71 
59

(26.2)
(36.0)
(20.6)
(17.2)

Experience of fall 
prevention education

yes
no

319 
 25 

(92.7) 
 (7.3)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220 
124 

(64.0) 
(36.0)

Knowledge of fall 
prevention 

higher
normal 
less

129 
207 
  8 

(37.5) 
(60.2) 
 (2.3)

Level of 
education

college 
bachelor 
master 

132 
140 
72

(38.4)
(40.7)
(20.9)

Compliance of fall 
prevention

well
average 
not well 

147 
184 
 13 

(42.7) 
(53.5) 
 (3.8) 

Clinical 
experiences 
(year)

<5
5-9
10-14
≥15

138 
114 
 40 
 52

(40.1)
(33.2)
(11.6)
(15.1)

Attention level of fall 
prevention

a lot of 
usually 
a little 

129 
212 
  3 

(37.5)
(61.6)
 (0.9)

Workplace medical ward
surgical ward 
others

154 
141 
 49

(44.8)
(41.0)
(14.2)

Recognition of 
potential fall 

always 
frequent 
sometimes 

157 
167 
 20 

(45.6)
(48.5)
 (5.9)

Position staff nurse 
charge nurse 
head nurse

306 
 18
 20

(89.0) 
(5.2) 
(5.8) 

Previous patient fall 
experience

yes
no

231 
113 

(67.2)
(32.8)

Nurse responsibility 
for fall

yes
no

262 
 82 

(76.2) 
(23.8)

Importance of falls 
prevention 

very 
some 

291 
 53 

(84.6)
(15.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344)

지식은 대상자의 37.5%가 ‘잘 알고 있다’고 응답

했다. 대상자의 42.7%는 낙상예방간호를 잘 수행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낙상예방간호에 대한 

관심정도는 대상자의 37.5%가 ‘많이 갖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간호대상자에 대한 낙상 가능성 질

문에서는 ‘자주 생각 한다’는 167명(48.5%), ‘항상 

생각 한다’가 157명(45.6%)이 응답하였다. 대상자

의 231명(67.2%)이 환자의 낙상사고를 경험하였

고, 손상 유형으로는 ‘손상이 없다’가 61명, 출혈 

10명, 골절 39명, 뇌손상 30명, 기타(찰과상, 열

상, 타박상) 96명, 사망 1명이었다. 낙상에 대한 

책임에서는 대상자의 262명(76.2%)이 간호사의 

책임이라고 응답했다.

낙상예방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대

상자 291명(84.6%)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으며, 

낙상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

문에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167명(48.5%)이

었다<Table 1>.

2. 대상자의 근거기반 낙상예방간호 인

지정도와 수행정도의 차이

대상자의 근거기반 낙상예방간호 인지정도와 

수행정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인지정도는 

5점 만점에 4.34±0.50점, 수행정도는 4.05점

±0.58점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14.20, p<.001). 낙상예방간호 인지정도와 수

행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영역은 

‘낙상 후 관리’영역의 인지도 4.54±0.57점, 수행

정도 4.33±0.71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8.25, p<.001). 다음은 ‘낙상예방 활동’ 영역의 

인지정도 4.47±0.56점, 수행정도 4.23±0.6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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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t=10.73, p<.001), 

‘낙상잠재성 평가’ 영역에서의 인지정도 

4.00±0.69점, 수행정도 3.57±0.77점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t=13.42, p<.001). ‘포괄적 낙상

위험도 평가’ 영역의 인지정도 4.17±0.54, 수행

정도 3.81±0.64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t=13.42, p<.001), ‘낙상과거력 평가’ 영역의 인

지정도 4.32±0.66점, 수행정도 4.26±0.81점으

로 이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69, 

p=.092).

각 영역 내 권고 항목의 인지정도와 수행정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낙상과거력 평가 영역에서 ‘입원 

시 최근 1년 이내의 낙상 과거력을 사정 한다’에 

대한 인지정도는 4.20±0.7점, 수행정도 

4.14±0.91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t=1.16 p=.245) 없었으며, ‘입원 시 모든 환자에

게 낙상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낙상하기 쉬운 환자

를 구별 한다’에 대한 항목에서의 인지정도는 

4.45±0.69점, 수행정도 4.38±0.87점(t=1.83, 

p=.067)으로 낙상과거력 평가 영역에서는 두 항목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낙상잠재성 평가 영역에서는 ‘재원 환자는 정기

적 재평가와 상태 변화 시 재평가를 실시한다’ 인

지정도 4.51±0.70점, 수행정도 4.32±0.91점

(t=5.36, p<.001), ‘걷거나 균형을 잡는데 어려운 

경험을 물어보고, 보행 및 균형 검사를 실시한다’

는 인지정도 3.49±1.05점, 수행정도 2.81±1.19

점(t=13.66,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인지정도와 수행정도 모두 가장 낮게 나

타났다.

포괄적 낙상위험도 평가 영역에서 인지정도와 

수행정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낙상 위험을 증가시

킬 수 있는 환경요인을 확인 한다’에 대한 인지정

도 4.46±0.71점, 수행정도 4.24±0.81점으로 인

지정도와 수행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7.47, p<.001). 

‘안경도수가 잘 맞는지, 청결한지, 적절하게 착용

하는지 확인 한다’에 대한 인지정도 3.72±0.92

점, 수행정도 3.10±1.06점으로 인지정도와 수행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12.30, p<.001).

낙상예방간호활동 영역에서 인지도와 수행도가 

높은 항목은 ‘발에 잘 맞는 신발을 신도록 한다’로 

인지도 4.67±2.80점, 수행도 4.32±0.79점으로 

나타났고, 인지도와 수행도간에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t=2.33, p<.021). 다음은 ‘이

동 침대로 환자 이동 시 보조난간을 반드시 올리

도록 이송 직원에게 주지시킨다’ 항목의 인지도는 

4.61±0.63점, 수행도 4.55±0.70점으로 인지도

와 수행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51, p<.012). 반면 ‘낙상예방 

운동을 전문가에 의해 받을 수 있도록 의뢰 한다’

는 인지도 4.11±0.89점, 수행도 3.60±1.16점으

로 인지도와 수행도가 가장 낮았으며, 인지도와 

수행도 간의 차이도 가장 크게 나타났다(t=10.66, 

p<.001). ‘입원시 낙상위험 약물에 대한 교육을 한

다’ 는 인지도 4.44±0.75점, 수행도 4.29±1.79

점으로 인지도와 수행도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

으며(t=1.56, p=.119), ‘침상안정 후 침상에서 움

직일 때 천천히 움직이도록 한다’는 인지도 

4.50±0.67점, 수행도 4.42±2.34점으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0.63, p=.531).

낙상 후 관리 영역에서는 ‘낙상 시 낙상위험요

인에 대해 사정한다’는 인지도 4.65±0.61점, 수

행도 4.52±0.7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통계적으

로 차이가 있었다(t=4.43, p<.001). ‘낙상 후 손상

에 대해  감시 한다’는 인지도 4.45±0.70점, 수행

도 4.15±0.9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인지

도와 수행도간의 점수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

다(t=7.98, p<.001)<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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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s Characteristics
Awareness Performance

t p
M±SD M±SD

Fall history
assessment

history of fall in the past year 4.20±0.79 4.14±0.91 1.16 .245

assess fall risk using the tool on admission 4.45±0.69 4.38±0.87 1.83 .067

sub total 4.32±0.66 4.26±0.81 1.69 .092

Assessment of 
potential fall 

regular reassessment and re-evaluate when 
conditions change

4.51±0.70 4.32±0.91 5.36 <.001

assessment of problems with walking or 
balance 

3.49±1.05 2.81±1.19 13.66 <.001

sub total 4.00±0.69 3.57±0.77 13.42 <.001

Multifactorial 
fall risk 

assessment

comprehensive evaluation of fall with older 
adults

3.80±0.97 3.40±1.20 8.20 <.001

assessment of fear related to falling 3.92±0.80 3.42±0.96 11.75 <.001

observe drug side effects 4.34±0.66 4.01±0.86 8.76 <.001

reviewing medication associated with a risk 
of falling

4.30±0.74 3.99±0.90 8.21 <.001

detecting the number of medication 4.00±0.82 3.62±1.06 9.24 <.001

assessment of vital signs 4.27±0.75 4.05±0.90 6.24 <.001

assessment of pain 4.26±0.75 4.05±0.89 6.13 <.001

assessment of visual acuity 4.27±0.74 3.94±0.90 9.26 <.001

detecting of glasses status 3.72±0.92 3.10±1.06 12.30 <.001

detecting the hearing status 4.10±0.73 3.63±0.96 10.77 <.001

identification musculo-skeletal and foot 
problems

4.08±0.80 3.67±0.93 10.32 <.001

detecting nervous system problems 4.32±0.69 4.03±0.82 8.64 <.001

detecting cardiovascular illness and kidney 
problems 

4.28±0.76 4.04±0.84 7.33 <.001

detecting depression 3.99±0.82 3.51±1.01 11.01 <.001

detecting sleep disorders 4.28±0.76 3.97±0.89 9.68 <.001

detecting urination, defecation disorders 4.39±0.71 4.10±0.87 8.72 <.001

identification on appropriate use of 
assistive devices

4.29±0.82 3.85±0.99 8.75 <.001

detecting environmental factors 4.46±0.71 4.24±0.81 7.47 <.001

sub total 4.17±0.54 3.81±0.64 14.63 <.001

Fall 
prevention

provides fall-prevention guidance on 
admission 

4.61±0.65 4.54±0.73 3.00 .003

implementing the fall prevention for older 
adults 

4.53±0.66 4.37±0.81 5.26 <.001

sharing between employees of high-risk 
patients

4.55±0.76 4.40±0.91 4.75 <.001

education for falls possibilities with risk of
administered drugs falls

4.44±0.75 4.29±1.79 1.56 .119

encouragement for fear of falling 4.16±0.80 3.71±1.06 10.83 <.001

education for call bell use 4.56±0.65 4.44±0.79 5.00 <.001

education for urination and limiting fluid 
intake before sleep

4.39±0.68 4.05±0.91 8.52 <.001

explaining about asking for help when 
getting up or moving on bed at night

4.51±0.69 4.28±0.86 6.18 <.001

teaching patient to move slowly after bed 4.50±0.67 4.42±2.34 0.63 .531

Table 2. Awareness and performance of fall prevention nursing activities (N=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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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

educating of using safe footwear 4.67±2.80 4.32±0.79 2.33 .021

education about ways to move safely 4.51±0.67 4.31±0.82 6.26 <.001

education of fall prevention when a change 
in functional status is evident

4.46±0.69 4.22±0.88 6.88 <.001

providing side rail of bed when being 
transported

4.61±0.63 4.55±0.70 2.51 .012

monitor patient practice after the 
fall-prevention education

4.40±0.70 4.03±0.90 9.27 <.001

periodic evaluation of the effect of 
interventions

4.34±0.75 3.96±1.00 8.81 <.001

education of caregivers to stay with patient 
who has fall risk 

4.58±0.66 4.44±0.79 4.31 <.001

referral to specialists for fall-prevention 
exercise

4.11±0.89 3.60±1.16 10.66 <.001

personal property management 4.46±0.66 4.24±0.84 6.53 <.001

education of night lights use 4.47±0.64 4.18±0.86 8.04 <.001

education of safety grip use 4.50±0.69 4.18±0.91 8.54 <.001

sub total 4.47±0.56 4.23±0.64 10.73 <.001

Post-fall 
management

managing patient immediately after a fall 
accident 

4.56±0.68 4.41±0.78 4.48 <.001

analysis of the cause of the accident and 
modify the cause

4.49±0.69 4.21±0.89 7.55 <.001

report the fall accident 4.56±0.65 4.35±0.83 6.63 <.001

assess fall risk after a fall. 4.65±0.61 4.52±0.76 4.43 <.001

monitoring for injury after falls 4.45±0.70 4.15±0.90  7.98 <.001

sub total 4.54±0.57 4.33±0.71  8.25 <.001

total 4.34±0.50 4.05±0.58 14.20 <.001

3. 대상자 특성에 따른 낙상예방간호에 

대한 인지도와 수행도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지도와 수행도

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근거기반 낙상예방간호 인지도는 연

령(F=5.18, p= .002), 결혼상태(F=8.81, p= 

.003), 학력 (F=4.84, p= .008), 임상경력

(F=4.26, p= .006), 직위(F=4.18 p= .016)에 따

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낙상예방간호 수행도

는 연령(F=5.49, p= .001), 결혼상태(F=8.09, p= 

.005), 임상경력(F=4.55, p= .004), 근무부서

(F=2.40, p= .038)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낙상관련 특성에 따른 낙상예방간호 

인지도와 수행도는 낙상교육 경험정도 항목은 인

지도(F=12.91, p<.001), 수행도(F=14.99, p<.001)

에, 낙상예방간호에 대한 지식 항목의 경우 인지

도(F=16.85, p<.001), 수행도(F=18.16, p<.001)

에, 낙상예방간호 이행여부 항목에서는 인지도

(F=7.25, p<.001), 수행도(F=16.98, 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낙상예방

간호에 대한 관심 정도 항목도 인지도(F=11.30, 

p<.001), 수행도 (F=12.91, p<.001), 낙상 가능성 

항목에 대한 인지도(F=14.90, p<.001) 수행도

(F=18.40, p<.001), 낙상에 대한 간호사의 책임인

지 항목의 인지도(F=12.06, p<.001) 수행도

(F=5.28, p= .022), 낙상예방간호의 중요성 항목

애서의 인지도(F=6.50, p= .011), 수행도(F=8.01, 

p= .005), 낙상예방간호를 위한 노력 항목에서의 

인지도(F=14.74, p<.001), 수행도(F=2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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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Awareness Performance

M±SD t or F p M±SD t or F p
Age (year) <25



26-30

31-35


≥36

4.19±0.50
4.33±0.47
4.38±0.46
4.51±0.53

5.18
a<d*

.002 3.88±0.58
4.10±0.58
4.03±0.52
4.25±0.58

5.49
a<d*

<.001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4.28±0.52
4.44±0.44

8.81 .003 3.99±0.63
4.17±0.46

8.09 .005

Level of
education

college

bachelor

 

master degree

4.31±0.50
4.28±0.49
4.49±0.48

4.84
a<c*

.008
b<c*

4.04±0.62
4.01±0.57
4.15±0.58

1.48 .230

Clinical 
experiences 
(year)

<5


5-9

10-14


≥15

4.25±0.52
4.33±0.45
4.04±0.43
4.53±0.54

4.26
a<d*

.006 3.95±0.62
4.07±0.52
4.03±0.56
4.29±0.58

4.55
a<d*

.004

Workplace medical ward


surgical ward

others


4.31±0.49
4.33±0.53
4.44±0.50

1.29 .277 4.01±0.58
4.03±0.60
4.05±0.58

3.31
a<c*

.038

Position staff nurse 

charge nurse


head nurse

4.31±0.50
4.48±0.51
4.60±0.42

4.18
a<c*

.016 4.03±0.59

4.14±0.55


4.24±0.44

1.42 .244

Experience of 
fall prevention 
education

yes
no

4.36±0.49
4.00±0.44

12.91 <.001 4.09±0.57
3.63±0.60

14.99 <.001

Knowledge of 
fall prevention 

well awareness


average awareness

poor awareness


4.52±0.51
4.24±0.45
3.96±0.58

16.85
a>b>c*

<.001 4.28±0.56
3.93±0.53
3.67±0.92

18.16
a>b*

a>c*

<.001

 Compliance of 
fall prevention

well  compliance 

average compliance


poor compliance

4.42±0.49
4.25±0.49
4.61±0.35

7.25
a>b*

c>b*

<.001 4.25±0.55
3.90±0.56
3.97±0.52

16.98
a>b*

<.001

Attention  
level of fall 
prevention 

higher attention

usually attention


less attention

4.48±0.49
4.26±0.48
3.46±0.59

11.30
a>b*

a>c*

<.001 4.24±0.56
3.95±0.57
3.27±0.23

12.91
a>b*

<.001

Recognition 
level of 
potential fall 

always recognition

frequent recognition


occasional recognition

4.48±0.44
4.23±0.52
4.05±0.43

14.90
a>b*

a>c*

.001 4.25±0.51
3.90±0.60
3.77±0.48

18.40
a>b*

a>c*

<.001

Previous 
patient fall 
experience

yes
no

4.32±0.51
4.37±0.48

0.77 .380 4.02±0.60
4.12±0.53

2.28 .131

Nurse 
responsibility 
for fall

yes
no

4.39±0.47
4.17±0.55

12.06 <.001 4.09±0.57
3.92±0.61

5.28 .022

Importance of 
fall prevention 

very importance
some importance

4.36±0.48
4.18±0.55

6.50 .011 4.09±0.56
3.84±0.65

8.01 .005

Table 3. Awareness and performance of fall prevention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N=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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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orts level 
for fall 
prevention

higher effort

usually effort


little effort

4.47±0.46
4.21±0.49
3.66±0.09

14.74
a>b*

<.001 4.27±0.50
3.86±0.58
2.88±0.29

29.60
a>b>c*

<.001

* Post hoc Scheffé test

Performance awareness

Fall history assessment .578**

Assessment of potential falls .665**

Multifactorial fall risk assessment .716**

Fall prevention .762**

Post-fall management .739**

Total .775**

** p<.001

Table 4. Correlation between awareness and performance of fall prevention (N=344)

p<.001)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

러나 낙상환자 경험여부 항목에서는 인지도

(F=0.77, p= .380)와 수행도(F=2.28, p= .131)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é에 의한 사후 검정 결과 낙상예방간호

에 대한 지식항목에서 ‘매우 잘 안다’는 집단에서 

‘약간 안다’와 ‘잘 모른다’는 집단보다 인지정도와 

수행정도가 높았으며, ‘약간 안다’는 집단에서는 

‘잘 모른다’의 집단보다 인지정도가 높았다. 낙상

예방간호 이행정도는 ‘잘 이행한다’는 집단이 ‘보

통으로 이행한다’는 집단보다 인지정도와 수행정

도가 높았다.

낙상예방간호에 대한 관심정도는 ‘많이 갖고 있

다’라고 응답한 집단이 ‘보통 갖고 있다’와 ‘전혀 

관심이 없다’는 집단보다 인지정도가 높았으며, 

‘보통 갖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보다 수행정도가 

높았다. 낙상 가능성에 대한 항목에서는 ‘항상 생

각한다’는 집단에서 ‘자주 생각한다’와 ‘가끔 생각

한다’는 집단보다 인지정도와 수행정도가 높았다.

낙상예방간호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다’

라고 응답한 집단에서 ‘약간 한다’라고 응답한 집

단보다 인지정도가 높았으며, 수행정도는 ‘적극적

으로 한다’, ‘약간 한다’, ‘거의 하지 않는다’ 순으

로 나타났다<Table 3>.

4. 낙상예방간호에 대한 인지도와 수행

도의 상관관계

연구 대상자의 낙상예방간호에 대한 인지도와 

수행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

계가 있었다(r= .775, p<.001). 이를 영역별로 분

석한 결과 낙상력 검토(r= .578, p<.001), 낙상잠

재성 평가(r= .665, p<.001), 포괄적 낙상평가(r= 

.716, p<.001), 낙상 예방법(r= .762, p<.001), 낙

상 시 관리(r= .739, p<.001)로 전 영역에서 유의

한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4>.

5. 낙상예방간호 수행정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

대상자의 근거기반 낙상예방간호 수행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5). 회귀모형 F값은 44.760, 

p<0.05로서 회귀모형은 적합하였다. 일반적 특성

과 낙상관련 특성 중 낙상예방간호 수행정도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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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B SE ß t p

(constant)  1.061 .326  3.254 .001

Age(year) -.012 .009 -1.47 -1.241 .216

Marital status(single)  .028 .046 -.023  .603 .547

Level of education(≤bachelor) -.034 .024 -.057 -1.439 .151

Clinical experiences(year)   .010 .009  .130  1.126 .261

Workplace(others ward)  .023 .028  .028  .833 .406

Experience of fall prevention education -.044 .077 -.020  -.579 .564

Knowledge of fall prevention  .001 .043  .001  .003 .997

Compliance of fall prevention -0149 .041 -.144 -3.610 <.001

Attention  level of fall prevention  .013 .048  .011  .266 .791

Recognition level of potential falls -.026 .039 -.027  -.670 .503

Nurse responsibility for fall  .034 .048  .025  .708 .408

Importance of fall prevention -.028 .058 -.018  -.489 .625

Efforts level for fall prevention -.113 .048 -.099 -2.248 .019

Awareness score of fall prevention  .858 .042  .735 20.383 <.001

Adjust R2 =0.641 (F=44.760, p<0.05)

Table 5. Factors influencing fall prevention performance (N=344)

의한 차이를 보인 연령, 결혼상태, 학력, 임상경

력, 근무부서, 낙상교육 경험, 낙상예방간호 지식, 

낙상예방간호 이행, 낙상예방간호 관심, 낙상가능

성 인지, 낙상에 대한 간호사 책임 인지, 낙상예방

간호 중요성 인지, 낙상예방간호를 위한 노력과 

낙상예방간호 인지정도 점수를 독립변수로 포함하

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중 결혼상태, 학력, 

근무부서는 가 변수(dummy variables)로 전환하

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분석결과 낙상예방간호 수

행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낙상예방간호 이

행(β=-.144, p<.001)과 낙상예방 간호를 위한 노

력(β=-.099, p= .019), 낙상예방간호 인지정도 

점수(β=.735, p<.001)이었다.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Adj R2)는 .641로 설명

력은 64.1%였다.

Ⅳ. 논  의

본 연구는 근거기반 낙상예방간호 권고 사항을 

중심으로 병원 간호사의 낙상예방간호의 인지정도

와 수행정도를 파악하여 과학적 근거와 실무의 격

차를 확인하고 간호사의 낙상예방 수행정도에 미치

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낙상예방간호 수행정도 향

상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낙상예방간호에 대한 인지정도는 

평균 4.34점이었고, 수행정도는 평균 4.05점으로 

수행정도는 인지정도에 비해 낮게 나타나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간호사를 대상

으로 병원 감염관리에 대한 인지정도와 수행정도 

연구[23]와 수술실 간호사의 계수 오류에 대한 인

지정도와 수행정도 연구 결과[24]와 일치하고 있

는데, 낙상예방간호에 대한 인지정도에 비해 수행

점수가 낮은 것은 낙상예방간호에 대한 지식은 있

으되 구체적인 실천 행위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음

을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병원 간호사의 낙상예방간호에 대

한 수행정도는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16]의 3.78점 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의 대상은 낙상이 주로 발생하는 

노인이 많이 입원하는 병동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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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낙상예방간호 수행정도에서 상대적으로 높았

을 것이다.

간호사의 낙상예방간호 수행정도에서 낙상위험

요인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이 평균보다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행장애나 균형감 평

가, 골격계, 발의 문제 등 신체 기능적 요인, 낙상

두려움, 우울 등 정신 심리적 요인, 복용하는 약물 

개수, 청력, 안경 상태 등 입원 노인환자의 내인성 

위험요인을 사정하는데 있어서 점수가 낮았다. 이

는 낙상예방간호가 필요한 낙상 고위험군에 대한 

정확한 선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간호사 대상으로 낙상예방간호 교육 시 낙

상의 내적위험요인과 약물 요인에 대한 지식을 비

중 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노인 낙상의 

내인성 위험요인과 병원의 환경적 요인을 정확히 

사정하는 것은 낙상예방간호를 위한 적절한 중재

를 수행하는 기반이 되며, 이는 환자의 안전을 위

한 간호사의 중요한 업무이다. 또한 근거기반 낙

상예방간호를 수행하는데 있어 장애요인과 촉진요

인을 분석하고 낙상예방간호 수행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낙상예방간호 중 가장 많이 하는 수행정도는 

‘이동 침대로 환자 이동 시 보조난간을 반드시 올

리도록 이송 직원에게 주지시킨다’로 주로 전통적

인 낙상예방간호는 잘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노인 입원환자의 보조난간이 설치되어 

있을 때 낙상경험의 비율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이동침대로 환자 이동시 침대 난간을 반드시 올린

다’로 수행정도에서 가장 높은 수행정도를 보인 

Hwang[12]의 연구와 일치하며, 반면 낙상예방간

호행위 항목에서 낙상 위험이 있는 노인 환자들에

게 ‘균형감, 걸음걸이, 체력훈련이 포함된 운동을 

전문가에 의해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인지정도

와 수행정도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 외 

‘낙상두려움에 대한 지지’, ‘야간조명 사용’, ‘수면 

전 수분섭취 제한과 배뇨’, ‘안전 손잡이 사용’에 

대한 낙상예방간호 교육 등에서 간호사의 수행정

도 뿐 만 아니라 인지정도가 평균보다 낮았다. 입

원 노인환자의 낙상사고를 조사한 연구 결과에 의

하면 낙상사고는 주로 밤 시간에 특히 병실에서 

화장실가려고 침대에서 내려오다 낙상이 많이 발

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 6]. 따라서 간호사는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낙상예방 교육 시 대상자의 

낙상위험도에 따른 운동중재, 낙상예방간호 교육 

등 보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낙상예방간호 중재

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간호사 대상으로 정

기적인 낙상예방 교육 시 강조될 영역임을 시사하

고 있다.

근거기반 낙상예방간호 수행정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 모형의 설명력은 64.1%이었으며 유의한 영향

요인 변수는 낙상예방간호 이행정도와 낙상 예방 

간호를 위한 노력, 낙상예방간호 인지도이었으며 

낙상예방간호 인지도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

수로 나타났다. 이는 낙상 지식이 높을수록 낙상

예방 효능감이 높아져서 낙상 예방행위가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난 기존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25]. 연구대상자들의 낙상예방간호 인지도 4.34

점으로 평균보다 낮은 항목을 살펴보면, 보행장애

나 균형감 평가, 골격계, 발의 문제 등 신체 기능

적 요인, 낙상두려움, 우울 등 정신 심리적 요인, 

복용하는 약물 개수, 청력, 안경상태 등 입원 노인

환자의 내적 위험요인에 대한 항목에서 지식이 부

족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의 낙상예방간

호 수행도를 증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낙상 위험요

인에 대한 인식제고 전략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간호사 대상으로 낙상예방 교육 전 낙상 지

식이나 위험요인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며 입원 노인환자의 근거기반 낙상예

방간호에 대한 인지도와 수행도의 격차를 유발하

는 요인에 대한 심층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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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근거기반 낙상예방간호 권고 사항을 

중심으로 병원 간호사의 낙상예방간호 인지정도와 

수행정도를 파악하여 과학적 근거와 실무의 격차

를 확인하고 간호사의 낙상예방 수행정도에 미치

는 영향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낙상예방간호 수행정

도 향상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

였다.

대상자의 낙상예방간호의 인지정도는 4.34점이

었고, 수행정도는 평균 4.05점으로 수행정도가 유

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지

정도와 수행정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 연령, 결혼

상태, 학력, 임상경력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

상자의 낙상관련 특성에 따른 인지정도와 수행정

도에서 낙상교육 경험, 낙상예방간호에 대한 지식

정도, 낙상예방간호이행 정도, 낙상예방간호에 대

한 관심정도, 낙상 가능성에 대한 인지정도, 낙상

에 대한 간호사의 책임 인지정도, 낙상예방간호의 

중요성, 낙상예방간호를 위한 노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상예방간호 인지정도와 

수행정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낙상예방

간호 수행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낙상예방

간호 수행정도’와 ‘낙상예방간호를 위한 노력’, ‘낙

상예방간호 인지정도’이었고, 모형의 설명력은 

64.1% 로, 낙상예방간호 인지정도는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노인환자의 근거기반 

낙상예방간호에 수행정도를 높이기 위해 임상간호

현장에 적합한 근거기반 낙상예방간호 지침의 개

발과 간호사들이 쉽게 권고항목을 수행할 수 있도

록 다양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낙상예방간호 수

행 향상을 위해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낙상예방간

호 교육프로그램 시행 전에 낙상 인지정도와 수행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을 고려한 교육이 이루어져

야 할 것이며, 입원 노인환자의 근거기반 낙상예

방간호에 대한 인지정도와 수행정도의 격차를 유

발하는 요인에 대한 심층 분석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자료는 IRB 승인에 따라 2013

년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수행되어 일부 대상

자의 현재의 인지 및 수행정도의 수준에 일부 차

이가 있을 수 있으나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그 차

이와 변화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한 반

복적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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