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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거주 노인  낙상 험요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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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목적  도시 거주  상 로 낙상과 련  험 들  찾아 비 하는 것 다. D 역

시에 거주하는 65  상  62  상 로, 과거 1  동안  낙상 경험  로 낙상 과 비낙상 로 

하 다. 반적 특 , 낙상 련 생 습  및 만 질 , 균 과 련  신체적(BBS), 심리적 검사도 (K-ABC)  우울

 평가(SGDS)  통해 그룹 간  차  비 하고, 한 차  보  변수들  상 계  하 다. 연  결

과, BBS  K-ABC, 그리고 SGDS 점수는 그룹 간에 통계학적 로 한 차  나타내었다(p<0.05). 또한, BBS  

K-ABC 점수는 양  상 계  보 , K-ABC  SGDS 점수는  상 계  보 다(r=-0.472). 결과에 

하여, SGDS  함께 ABC  BBS는 낙상 평가 도 로  천할 만한 도  할 수 었다.

주제어 : 낙상 험 , 도시 거주 , 버그균 척도, 우울 검사, 동-특 적 균 신감척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of the fall risk factors for elderly in the city. 62 people 

aged 65 years or older were classified as fallers and nonfallers based on experience of their falls in the 

previous year. By compar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via evaluations of general characteristics, health 

related behavior and chronic disease, balance-related psychological (K-ABC) and physical measurement (BBS), 

depression (SGDS), and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significant differences in variables were identified. 

According to the results, K-ABC, BBS, and SGD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fallers and 

nonfallers (P<0.05). Also it has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BBS and K-ABC (r=0.499) whereas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K-ABC and SGDS(r=-0.472).

Key Words : Activities-specific Balance Confidence scale, Berg Balance Scale, Elderly living in the city, Fall 

risk factors, Short-form Geriatric Depression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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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낙상이란 의식의 손실이나 손상이 없이 갑자기 낮은

높이 혹은 바닥으로 넘어지는 사건으로 정의된다[1]. 낙

상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는 생리학 요인, 내재성 요

인, 외재성 요인으로 다양하며 치매, 뇌졸 , 킨슨병과

같은 신경계질환을 포함하여 하지근력약화, 골 도 감소,

균형능력이나 보행능력 감소, 시력감퇴, 심 계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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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인 문제, 약물 복용 등의 다양하고 복합 인 원인

에 의한다[2]. 65세이상노인의 약 1/3이매년한 번 이상

의 낙상을 경험하는데[3], 청·장년층의 낙상과는 달리 골

, 탈구, 염 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래하며 이로 인

해 사망을 래하기도 한다[4]. 낙상으로 인해 외 인 손

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낙상 경험에서 나온 두려움과 공

포를 기억하는 노인은 일상생활동작을 수행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5]. 그러므로 노인의 낙상 가능성을

이기 해 련된 다양한 내․외 인 낙상 험인자를 찾

고, 균형능력에 한 정확한 평가와 측정요소를 찾는 것

이 필요하다.

일반 으로 낙상을 평가하기 한 몇 가지 평가도구

들이 있는데, 일상생활동작을 이용하여 균형능력을 평가

하는 버그균형척도(BBS; Berg Balance Scale)는 높은 측

정자내 신뢰도(ICCs=.95～.98) 측정자간 신뢰도

(ICC=.97)가 입증된 표 인 도구이다[6]. 그러나 이 도

구는 훈련된 문가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

반인이 낙상의 험성을 확인하기에는 근성이 낮고,

검사 낙상의 험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신체 검사

도구에 국한된다는 한계가 있다. 간단검사 도구로서 일

어나 걷기 검사(TUG; Timed Up-and-Go test)와 기능

팔 뻗기 검사(FRT; Functional Reach Test) 한 내

신뢰도가 각각 .99와 .92로 높았으나[7], 균형에 향

을 미치는 하지를 평가하는 데에 국한한다. 때문에 낙상

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신체 인 에서 정신 인

까지 포 한 근이 필요하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농 뿐만 아니라 도시거주

노인의 증가도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8]. 그러나 선

행연구는 부분 농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상으

로 하 으며, 병원에 입원 는 내원한 상자나 시설 입

소 노인들에 국한되어 있었다. 도시 노인들은 경제 상황

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부분 자기 리나 건강상태에

심을 가지고 시간과 재화를 직 투자할 수 있는 여력

이 있으며, 은 면 에 조방 인 인구분포를 보이는 도

시의 지역사회 소통을 통해 빠른 정보교환능력을 가지고

있다[9]. 한 도시의 지역거 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공서, 형병원, 학교, 기타 복지시설 등의 교육기회가

많아 농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이나 과거의 노인들보다

지 능력이나 신체능력이 상 으로 높은 면을 보이며

[10], 교육, 직업, 소득 면에서 수 이 높고[11] 사회복지

서비스에 한 근이 쉬우며 삶의 질이 비교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12]. 기존의 연구에서는 국내와 국외를 막

론하고 노인인구 층의 비율이 높은 농 는 소도시 등

의 소규모 지역사회를 상으로 하 기 때문에 한국

의 노인인구의 실과는 다른 경향을 보이므로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낙상 련 험요인을 찾아냄으로써

련된 평가도구를 구축해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 역시 거주 노인을 상으

로 신체 심리 낙상 련평가 도구들을 이용하여 낙

상에 한 민감한 요인을 찾아내고 낙상군과 비낙상군간

의 유의한 차이를 찾아내어 상 성을 도출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이는 임상가가 낙상을 포 으로 단

하여 요인을 측하는 1차 검진도구로 활용할수 있는기

자료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 방법

2.1 연 상 및 연 간

본 연구는 2015년 4월 20일부터∼5월 29일까지 D

역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95세 이하의 여성 남

성 노인 62명을 상으로 하 다. 한 본 연구에서는 넘

어진 군과 넘어지지 않은 군을 정의하 는데, 최근 1년

이내에 낙상 경험횟수가 2회이상 있는 노인들을 낙상군

으로, 최근 1년 낙상 경험이 없거나 는 1회 이하로 경

험한 노인들을 비낙상군으로 정의하 다[13].

연구 상자의 선정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의 기

에 충족하지 않는 노인들은 상에서 제외되었다.

1) 한국 간이 정신 상태 검사(MMSE-K) 결과 수

가 20 이상인 노인

2)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보조기구를 이용하거나 독

립보행이 가능한 노인

3) 균형능력에 향을 미치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지

않은 노인

2.2 측정도

연구에 참여한 모든 상자들은 실험 에 연구에

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참여를 한 동의서에 서명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 낙상 련 생활습 질환을

비교하기 해 설문지를 사용하 다. 간이정신 상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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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Mental State Examination; MMSE)를 통해 치매

인지기능을 평가하 고, 균형 응 능력과 체

인 신체능력을 평가하기 해 버그균형척도(Berg

Balance Scale; BBS)를 사용하 다. 버그균형척도는 측

정자간 신뢰도와 측정자내 신뢰도가 각각 0.98과 0.99로

서 균형능력 평가에 높은 신뢰도가 입증되었다[14]. 일상

생활능력에 한 자신감을 평가하기 한 활동-특이

균형 자신감 척도(Activities-Specific Balance Confidence

Scales; K-ABC)는 내 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값이 0.97이다[15]. 한 낙상 련 심리 상태를 반 하

기 해 우울증 검사(Short Form Geriatric Depression

Scale; SGDS)를 하 는데, Cronbach’s α값은 0.85 다

[16].

2.3 방법

과거 1년간 낙상 과거력을 기 으로 구분된 낙상군과

비낙상군에서 일반 특성과 균형능력, 자신감, 우울증에

한 비교는 카이제곱(χ²) 검정을, 측정된 낙상 련 변

수간 비교는 독립 t-검정을 이용하 다. 한 낙상 련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들의 상 계를 알아보기 해

Pearson 상 분석을 하 다. 본 연구의 통계학 유의성

을 검증하기 해 유의수 은 0.05과 0.01로 정하 으며,

자료의 통계처리를 해 SPSS ver. 18.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 다.

3. 결과

3.1 반적 특

상자의 일반 인 특성으로 연령, 신장, 체 , 체질량

지수 등에서 낙상군과 비낙상군간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Table 1>. 이로써 군간 동질성

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낙상 련 생 습

낙상과 련된 생활습 을 비교 분석한 결과, 운동여

부나 운동 형태에 한 낙상군과 비낙상군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0.05). 그러나 낙상장소(<0.01)와 손상

정도(<0.05), 그리고 보행형태(<0.05)에서는 군간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able 2>.

Variance

Fallers

(n=19)

NonFalls

(n=43) t p

Mean(SD) Mean(SD)

Age(yrs) 79.63(7.48) 77.06(5.79) -1.464 0.148

Height(㎝) 152.40(9.59) 152.72(8.66) 0.130 0.897

Body weight(㎏) 58.26(8.39) 56.97(7.70) -0.590 0.558

BMI(㎏/㎡) 25.20(3.69) 24.54(3.74) -0.639 0.52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fallers and 

nonfallers

Variance

Falls

(n₁=19)

NonFalls

(n₂=43) χ² p

Number(%) Number(%)

Exercise
Yes 17(89.4) 41(95.3)

0.754 0.385
No 2(10.5) 2(4.6)

Type of

Exercise

Walking 5(26.3) 17(39.5)

1.765 0.779

Gymnastic 9(47.3) 16(37.2)

sports 2(10.5) 5(11.6)

Etc. 1(5.2) 3(6.9)

None 2(10.5) 2(4.6)

Falling

place

None 0(0.0) 23(53.4)

17.894 0.000 **Outdoor 14(73.6) 11(25.5)

Indoor 5(26.3) 9(20.9)

Fall injury

Contusion 10(52.6) 12(27.9)

9.618 0.008
*

Fracture 6(31.5) 6(13.9)

None 3(15.7) 25(58.1)

Type of

assistive

device

None 13(68.42) 40(93.0)

6.428 0.011*

cane 6(31.57) 3(6.9)

*p<0.05, **p<0.01

<Table 2> Health related behavior of fallers and 

nonfallers

3.3 낙상 련 질

낙상 련 만성질환 유무에 따라 두 군에서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으나(p>0.05), 염(χ²=4.4, p<0.05),

발의 통증(χ²=12.6, p<0.05), 하지근력약화(χ²=6.8, p<0.05)

와 같이 하지에 통증이나 질환이 있는 경우 군간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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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nce

Fallers

(n₁=19)

NonFallers

(n₂=43) χ² p

Number(%) Number(%)

Diabetes
Yes 6(31.5) 9(20.9)

0.815 0.367
No 13(68.4) 34(79.0)

Hypertension
Yes 10(52.6) 21(48.8)

0.076 0.783
No 9(47.3) 22(51.1)

Incontinence
Yes 9(47.3) 10(23.2)

3.605 0.058
No 10(52.6) 33(76.7)

Arthritis
Yes 9(47.3) 9(20.9)

4.470 0.034*
No 10(52.6) 34(79.0)

Dizziness
Yes 1(5.2) 2(4.6)

0.011 0.918
No 18(94.7) 41(95.3)

Heart disease
Yes 0(0.0) 1(2.3)

0.449 0.503
No 19(100) 42(97.6)

Gastritis
Yes 1(5.2) 2(4.6)

0.011 0.918
No 18(94.7) 41(95.3)

hyper-

lipidemia

Yes 1(5.2) 6(13.9)
0.994 0.319

No 18(94.7) 37(86.0)

Glasses
Yes 10(52.6) 25(58.1)

0.163 0.687
No 9(47.3) 18(41.8)

Cataract
Yes 8(42.1) 19(44.1)

0.023 0.879
No 11(57.8) 24(55.8)

Foot pain
Yes 14(73.6) 11(25.5)

12.671 0.000
**

No 5(26.3) 32(74.4)

Weakness of

lower limb

Yes 16(84.2) 21(48.8)
6.852 0.009*

No 3(15.7) 22(51.1)

*p<0.05, **p<0.01

<Table 3> Chronic disease of fallers and nonfallers

3.4 낙상 련 균 능력, 신감, 우울감 비

낙상군과 비낙상군 노인에서 신체 균형능력을 평가

한 버그균형척도(BBS)의 경우 비낙상군이 평균 48.2

으로 낙상군의 평균 41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4.7,

p<0.05). 활동에 한 자신감 정도를 평가한 한국 활동

-특이 균형자신감 척도(K-ABC)에서는 비낙상군의

평균이 75.7 으로 낙상군의 평균 43.6 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t=6, p<0.05), 노인들의 심리 상태를 반 하는

우울증 검사(SGDS-K)의 경우, 낙상군의 우울감 수가

평균 7.11 으로 비낙상군의 평균인 4.05 보다 유의하게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t=-2.6, p<0.05),<Table 4>.

Variance

Fallers

(n₁=19)

Nonfallers

(n₂=43) t p

Mean(SD) Mean(SD)

BBS 41.00(8.04) 48.28(4.15) 4.710 0.000**

K-ABC 43.69(20.34) 75.73(18.69) 6.056 0.000
**

SGDS 7.11(4.70) 4.05(3.91) -2.665 0.010*

*p<0.05, **p<0.01

<Table 4> Comparison of fallers and nonfallers

3.5 BBS, K-ABC, SGDS간 상 계

낙상군과 비낙상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들

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K-ABC와 BBS 사이에 높

은 양의 상 계를(r=0.499, p<0.01), K-ABC와 SGDS

사이에는 높은 음의 상 계를 나타내었다(r=-0.472,

p<0.01). 한 BBS와 SGDS 간에도 간 정도의 음의 상

계를 보여주었다(r=-0.320, p<0.05),<Table 5>.

BBS K-ABC SGDS

BBS 0.499
**

-0.320
*

K-ABC -0.472**

*p<0.05, **p<0.01

<Table 5> Correlation among fall related variables

4. 고찰

본 연구는 D 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상으로 최근 1년 동안의 낙상과거력을통해낙상군과비

낙상군으로 구분한 후, 낙상에 향을 미치는 련 변수

들을 비교하 다.

낙상 련 생활습 에서 낙상 장소와 손상 정도, 주 보

행방법에서 두 군간 유의한 차이를보 다. 특히, 낙상 장

소의 경우 본 연구의 낙상군 73.6%가 옥외에 해당되며,

이는 실내보다는 외부활동 에 낙상이 주로 발생함을

의미한다. Kim과 Suh의 연구[17]에서도 고령 기 노인

의 61.7%가 보행이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외부활동 낙

상이 발생한다고 하 다.

낙상 련 만성질환 염, 발의 통증, 하지 근력

약화 유무에서 군간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낙상을 경험

한 많은 노인들이 근육의 축으로 인해 신체 활동이

하되어 반복 낙상 경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

Yoo와 Lee의 연구와 연 된 해석이 가능하 다[18].

Lord와 Clark 한 넙다리네갈래근의 근력이 낙상군과

비낙상군을 별하는 변수로 작용한다고 하 다[2].

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버그균형

척도 수가 비낙상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하

다. BBS척도는 p값이 0.000으로 균형능력 검사를 통

한 낙상군과 비낙상군을 분별하는 매우 민감한 평가도구

이며 임상에서 노인들의 낙상 가능성을 조기 발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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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차 인 평가 도구로써 사용하기에 하다는 것

이 입증되었다.

Kim의 연구에 따르면 6개월 이내 낙상을 경험한 경우

에 일상생활능력의 수 이 낮은 노인일수록 K-ABC

수는 낮았다고 하 는데[19], 본 연구에서도 비낙상군보

다 K-ABC 평균 수가 유의하게 낮은 결과를 보 다. 이

에 더해, 독립보행이 가능한 노인만을 상으로 한 Park

의 연구에서는 K-ABC척도가 기능수 이 높은 상자

에게 더 합한 척도라고 하여[20], 신체 활동이 많고 기

능수 이 상 으로 좋은 도시노인들에게 낙상 여부와

상 계를 이루는 K-ABC의 용의 정 용을 기

할 수 있었다.

Jeon 등의 연구에서 ‘한 Beck 우울증 척도’를 이

용하여 낙상 경험이 있는 노인이 낙상경험이 없는 노인

에 비해 우울증 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왔다고 하 다

[21]. 본 연구에서는 SGDS-K척도를 이용하여 우울감 정

도를 평가하 는데, 낙상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수를

나타내었다. Nam과 Yeom은 우울증이 신체활동을 하는

데 있어 제약을 주고 낙상 두려움을 증가시켜 낙상을 유

발하는 상호 순환 계를 보인다고 하 다[22]. 선행연

구와 같이, 낙상은 신체 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 인

부분에도 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자의 심리상태를 반

하는 우울감 검사도 낙상을 측하거나 평가하는데 주

효할 것으로 본다.

5. 결론

본 연구는 도시 거주 노인을 상으로 과거력을 통해

낙상군과 비낙상군으로 구분한 뒤 낙상 련 변수(일반

특성, MMSE, BBS, K-ABC, SGDS)들에 차이가 있

는지 비교하여 낙상 험인자로서검증을 하고자 하 다.

만성질환 련 인자 , 염, 발의 통증, 하지근력

약화 변수가 낙상군과 비낙상군을 구분하는 인자 다.

BBS의 경우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낙상 련 타당도와

신뢰도가 입증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도 신체 균형척도

로서 군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거주 지역에 계없

이 낙상 험도를 측하는데 좋은 검사도구로 생각된다.

K-ABC 수가 높을수록 낮은 SGDS 수를 나타냄

으로써 균형능력에 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K-ABC와 BBS간 의미 있

는 양의 상 계를 나타냄으로써 균형능력에 한 자신

감이 높을수록 신체 균형능력도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노인의 균형능력에 한 확신 심리

인 요인이 신체 요인과 깊은 상 계가 있음을 나타

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낙상군과 비낙상군에서 연령, 신장, 체

체질량의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체

체질량의 변화정도가 인지수 에 향을 미친

Park(2015)의 연구방법을 고려할 때, 낙상 련 신체변화

량을 연구에 포함시키는 것도 의미 있다고 여겨진다[23].

한 사회 지지와 운동동기가 운동행 변화를 진시

킬 수 있다는 Lee 등의 연구[24]를 토 로 낙상 련 변수

로써 참고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낙상 가능성이 있는 노인들을 검진할 때,

1차 으로 신체 균형척도인 BBS를 사용할 것을 제안

하며 한 자신감과 우울감 평가하는 K-ABC, SGDS도

몇 가지 질문을 통해 단시간으로 분별력 있는 검진을 할

수 있는 매우 한 도구라고 생각된다. 차후에 인지능

력이 있는 도시 노인을 상으로 낙상을 측하고 방

하기 해 신체 요인과 함께 심리 요인 등의 포

인 근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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