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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비연구는 낙상 방 로그램이 종합병원 입원환자의 낙상발생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고자 하 다. 재 

, 인천에 치한 I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 190명의 낙상발생빈도를 확인하 다. 낙상의 원인은 

환자 보호자  치료사의 부주의, 치료사의 업무 부담의 가 , 침상의 높이, 보호자의 부재와 같은 치료실 환경

의 문제로 나타났다. 자들은 PDCA 모델을 통하여 문제 을 인식한 후 낙상 방 로그램을 개발하 다. 낙상

방 로그램의 구성은 낙상 방교육 동 상을 제작하여 환자  보호자에게 교육하 고, 환경개선  치료사 

교육을 2개월 간 수행하 다. 재 후, 낙상 발생률의 분석은 220명의 환자를 상으로 하 다. 그 결과, 낙상 

발생률은 재 과 비교하여 통증치료실은 34.1∼66.7%가 었으며, 운동/작업치료실은 21.3∼40.8%가 감소

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낙상 방 로그램이 입원환자의 낙상 감소에 정 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낙상

방 모델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reliminary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fall prevention program on the occurrence of falls in inpatients at general 

hospital. Before the intervention, we identified the occurrence of the rate of falls in I hospital at Incheon and 190 patients received rehabilitation 

treatment. The causes of falls were carelessness of caregivers and therapists, increased burden of therapists, and height of beds. After recognizing the 

problems, the authors developed a fall prevention program through the PDCA model. The fall prevention program consisted of a video of fall 

prevention education and education for the patients and caregivers, environmental improvement and education of therapists for two months. After 

intervention, 230 patients were subjected to be included as analysis of the incidence of falls included As a result, the fall incidence was reduced by 

34.1∼66.7% in the pain clinic and 21.3∼40.8% in the exercise clinic /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compared to the before intervention. 

These findings show that the fall prevention program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fall of inpatients, and it can be used as a model for fall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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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u-헬스 어(u-healthcare)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컴퓨  기술과 보건의료 역을 융합하여 고객이 불편

해 할 수 있는 시간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최소화

한 의료서비스이다. 의료기 과 함께 4차 산업이 발

함에 따라 헬스 어 역은 차 확 되고 있으며, 환

자의 안 리에 한 심도 증 되었다. 

병원 내 안 사고란 사고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막

론하고 기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과

오  사고를 말한다. 병원이라는 조직 내에서 발생하

는 많은 안 사고는 재정손실, 의료진  병원 이미지

에 한 신뢰감을 감소시킨다[1]. 한 재원기간의 연

장뿐만 아니라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부정 인 향

을 미치므로 의료서비스 하의 주요한 요인이 된다

[2].

낙상은 안 사고 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사건으로써 최근 보고한 연구에 의하면, 낙상과 

련된 사고가 40∼80%로 나타났다[3]. 그 에서도 

입원환자의 낙상이 심각한 문제로 지 되었다. 입원환

자의 낙상은 경한 손상이 부분이지만 뇌손상, 골 ,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낙상에 한 리는 

환경개선과 직원 교육을 통해 방이 가능하여 지속

인 재를 통해 30∼50%정도까지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다[4]. 

낙상에 한 연구는 간호학에서 주로 보고되었다.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면, 종합병원 입원 노인환자의 

낙상 험요인 한 연구[5], 병원 환자의 안 교육을 

통한 낙상사고의 발생빈도 변화 연구[6], 입원 노인환

자의 낙상 두려움 련 요인 연구[7], 노인의 낙상에 

향을 미치는 요인[8] 등으로 부분 낙상 요인분석 

연구가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5-8]. 특히 

노인에 한 낙상연구가 많은데, 노화로 인한 하지기

능과 균형의 감소, 인지기능  시력의 감소가 나타나

므로 낙상과 높은 상 계를 보인다[9]. 

최근 낙상 방을 한 근은 공학에서도 시도되고 

있다. Jeon 등[10]은 낙상 검출 알고리즘을 통하여 낙

상 방향과 검출에 한 연구를 보고하 고, 이러한 알

고리즘을 통하여 낙상 측에 효과 일 수 있다고 주

장하 다. 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낙상식별 감지시스

템[11], 상처리 기반의 낙상 감지 알고리즘 연구 등

이 보고되었다[12]. 이러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의

료서비스의 제공은 환자의 만족도 상승과 수치 제공

을 통한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환자의 

헬스 어 향상에 정 인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13-15]. 

재활분야에서 낙상에 한 연구는 훈련을 통한 효

과  신체기능에 한 연구에 집 되는 경향이 있다

[16-18]. 낙상은 주로 노인, 인지손상, 하지기능의 약

화, 균형문제가 있는 환자들에게 흔하게 나타난다[18]. 

재활은 신체기능, 인지기능 등의 다양한 근을 통하

여 일상생활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추구해야 

한다. 따라서 단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재라면, 높은 

강도로 제공되어야 하지만 치료실 환경 내에서 수행

하는 보행훈련, 균형훈련, 과제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과 같은 재는 낙상 험에서 간과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환자의 기능향상을 해서는 치료가 불가피하

기 때문에 훈련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험 요인  

낙상 방교육을 통하여 낙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

다. 

그러므로 본 비연구는 재활치료를 받는 입원환자

의 낙상원인을 악한 뒤, 낙상 방 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낙상 발생률의 개선에 효과 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의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는 입원환자의 낙

상 발생률과 낙상원인을 확인한다.

둘째, 낙상 방 로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재를 

실시하고 재 과 비교하여 낙상 발생률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한다.

셋째, 환자의 성별과 나이에 따른 낙상 발생률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Ⅱ. 연구방법

2.1 상자

본 비 연구는 연구 시작 , 낙상 발생률 조사를 

해 인천에 치한 I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

는 환자 190명(통증치료실 134명, 운동/작업치료실 56

명)을 분석하 다( 재  평가). 낙상에 한 원인을 

악한 후, 독립된  다른 220명(통증치료실 14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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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본 연구의 차
Fig. 1 Diagram of this study

운동/작업치료실 71명)의 환자를 분석하 다( 재 후 

평가). 즉, 재  평가에는 후향  연구로 진행되었

으며, 재 후 평가는 향  연구로 진행되었다. 

2.2 연구 차

본 연구 기 인 I병원에서 입원 재활치료실은 통증

치료실, 운동치료실, 작업치료실로 구분된다. 134명의 

입원 환자를 상으로 확인한 낙상 발생률은 6.4%로 

나타났다. 낙상의 원인 악은 낙상 방 개선에 한 

경험이 있는 임상경력 20년차 간호사와 임상경력 5년 

이상의 재활치료사(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3명이 참

여하 고 낙상 방 을 만들어 문제 을 인식하 다. 

낙상 방 은 낙상사고를 해사건과 근 오류로 구

분하 다. 근 오류(near miss)란 환자에게 해를 끼치

지 않았지만 재발 시 한 해를 래할 수 있는 

오류를 말한다. 해사건이(adverse event)란 환자의 

구 이지 않은 손상을 일으켜 재원 기간을 연장시

키는 사건을 말한다. 그리고 낙상사건에 한 상황을 

분류하기 하여 치료 , 치료 , 인수인계 , 치료 

후로 4가지 상황으로 구분하 다. 각 치료실에서 분석

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치료실 1, 통증치료실: 통증치료실은 특정 오 시간

에 환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물리치료사의 업무가 일시 으로 가 되고 있었

다. 낙상은 부분 업무가 가 되는 시간에 발생하

다. 

치료실 2, 운동치료실: 운동치료실은 환자의 이동시 

즉, 한 회기(30분)의 치료가 끝나고 다음 치료를 한 

인수인계 시에 근 오류의 빈도가 높았다. 낙상은 강

도 높은 훈련 에 발생하 다. 

치료실 3, 작업치료실: 일상생활동작 치료 , 균형 

능력을 필요로 하는 동작에서 근 오류의 빈도가 높

았다. 인지기능이 감소된 환자에 한 재  근 오

류 빈도가 높은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확인한 낙상 방 은 PDCA 모형

에 기 하여 낙상 방 로그램을 수행하 다[19]. 

PDCA 모형은 상 악  상 악에 한 조사를 

통하여 목표설정과 실시를 한 후, 활동의 효과를 확인

하고 향후 개선을 한  활동 실행을 효율 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방법이다. 본 연구의 차는 그림 

1과 같다 [그림1].

재  평가에 한 낙상 방 의 분석  해석

은 아래와 같다. 재활치료실의 낙상사고 원인은 첫째, 

환경 인 요인(턱이나 침 높이), 둘째, 치료사의 업무 

부담 가 , 셋째, 환자 보호자의 부재  치료사의 부

주의로 나타났다.

2.3 낙상 방 로그램

재  평가에서 문제를 인식한 낙상 방 은 첫

째, 통증치료실 환경을 개선하 으며, 치료사의 업무 

부담 가 시간을 하게 분배하 다. 둘째, 낙상

방 동 상을 제작하 으며, 입원한 환자에게 제작한 

동 상을 보여주며 설명해주었다. 낙상 방 동 상의 

제작기간은 2주간이었으며, 통증치료실, 운동치료실, 

작업치료실에 합한 상으로 제작하 다. 동 상 내

용으로는 환자안 을 기본원칙으로 하 으며, 치료 

, 치료 , 인수인계 시, 치료 후에 환자  보호자

가 지켜야 할 사항을 내 이션(narration)  자막과 

함께 제시하 다. 셋째, 치료사들을 상으로 주 1회, 

2개월 간 낙상 방 교육을 실시하 다. 낙상 방 로

그램은 그림2와 [그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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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통증치료실 환경개선
(a) Environmental improvement of pain clinic

(b) 낙상 방 동 상
(b) Fall prevention video

(c) 치료사 교육
(c) Therapists education

그럼 2. 낙상 방 로그램 
Fig. 2 Fall prevention program

2.4 통계분석

수집한 자료의 분석은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22를 사용하 다. 환자의 나

이(노인유무)와 성별 따른 근 오류의 발생률은 카이

제곱검정(Chi-square test)으로 분석하 다.

두 집단의 비율을 비교하기 하여 표본을 얻었을 

때, 표본의 수를 각각 과 라고 하고 낙상 발생

의 수를 X와 Y라고 하면 두 집단의 비율의 차 -

는 두 표본비율의 차로 식(1)과 같이 추정할 수 있

다. 


 


 


(1)


의 평균과 분산  표 오차는 X와 Y가 이

항분포를 따른다는 것으로부터 

평균:
    

분산:
 

  


  

표 오차:










표본에서의 두 집단의 비율에 한 추론에 사용될 

통계량은 식(2)와 같다.














 

(2)

본 연구에서 통계학  유의수  =.05로 하 다.

Ⅲ. 결과

3.1 재  조사에서 입원환자의 정보 

재 , 첫 번째 차트검토를 통하여 알아본 통증

치료실 환자는 총 134명이었고, 환자의 나이는 65세 

미만이 76명(56.7%), 65세 이상이 58명(43.3%)이었다. 

성별은 남성이 68명(50.7%), 여성이 66명(49.3%)이었

다. 낙상 발생률 분석에서, 치료  근 오류는 11건

(8.2%), 치료  6건(4.5%), 인수인계 시 8건(6.0%), 

치료 후 23건(17.2%)이었다. 해사건은 2건(1.5%)이

었다. 운동/작업 치료실 환자는 총 56명이었고 환자의 

나이는 65세 미만이 21명(37.5%), 65세 이상이 35명

(62.5%)이었다. 성별은 남성이 36명(64.3%), 여성이 20

명(35.7%)이었다. 낙상 발생률 분석에서, 치료  근

오류는 4건(8.2%), 치료  15건(26.8%), 인수인계 

시 5건(8.9%), 치료 후 8건(14.3%)이었다. 해사건은 

1건(1.8%)이었다[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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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재 후, 차트검토에서 입원환자 정보

Table 2. After intervention, informations of inpatients in second chart review (N=220)

Dept. of rehabilitation medicine Variables N %

Pain clinic (n=149)

Age
< 65 82 55.0

65 ≤ 67 45.0

Gender
Male 79 53.0

Female 70 47.0

Falls
Events error

Before Tx. 8 5.4

During Tx. 4 2.7

Tx. transfer 3 2.0

After Tx. 15 10.1

Adverse event 0 0

표 1. 재 , 차트검토에서 입원환자 정보
Table 1. Before intervention, informations of inpatients in first chart review (N=190)

Dept. of rehabilitation medicine Variables N %

Pain clinic (n=134)

Age
< 65 76 56.7

65 ≤ 58 43.3

Gender
Male 68 50.7

Female 66 49.3

Falls
Events error

Before Tx. 11 8.2

During Tx. 6 4.5

Tx. transfer 8 6.0

After Tx. 23 17.2

Adverse events 2 1.5

Exercise clinic / Dept. of OT

(n=56)

Age
< 65 21 37.5

65 ≤ 35 62.5

Gender
Male 36 64.3

Female 20 35.7

Falls
Events error

Before Tx. 4 7.1

During Tx. 15 26.8

Tx. transfer 5 8.9

After Tx. 8 14.3

Adverse event 1 1.8

OT: Occupational therapy; Tx.: Treatment

3.2 재 후 조사에서 입원환자의 정보 

재 후, 차트검토(두 번째 차트검토)를 통하여 알

아본 통증치료실 환자는 총 149명이었고, 환자의 나이

는 65세미만이 82명(55.0%), 65세 이상이 67명(45.0%)

이었다. 성별은 남성이 79명(53.0%), 여성이 70명

(47.0%)이었다. 낙상 발생률 분석에서, 치료  근

오류는 8건(5.4%), 치료  4건(2.7%), 인수인계 시 3

건(2.0%), 치료 후 15건(10.1%)이었다. 해사건 발생

은 0건이었다. 운동/작업 치료실 환자는 총 71명이었

고 환자의 나이는 65세 미만이 28명(39.4%), 65세 이

상이 43명(60.6%)이었다. 성별은 남성이 40명(56.3%), 

여성이 31명(43.7%)이었다. 낙상 발생률 분석에서, 치

료  근 오류는 3건(4.2%), 치료  15건(21.1%), 인

수인계 시 4건(5.6%), 치료 후 6건(8.5%)이었다. 해

사건은 0건이었다[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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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clinic / Dept. of OT

(n=71)

Age
< 65 28 39.4

65 ≤ 43 60.6

Gender
Male 40 56.3

Female 31 43.7

Falls
Events error

Before Tx. 3 4.2

During Tx. 15 21.1

Tx. transfer 4 5.6

After Tx. 6 8.5

Adverse event 0 0

OT: Occupational therapy; Tx.: Treatment

표 4. 나이에 따른 근 오류 비교
Table 4. Comparisons of events error according to age

Elders (n=125) No elders (n=158) p

Pain clinic Before Tx. 13(10.4) 6(3.8) .028*

3.3 재 과 후에 입원환자의 낙상 발생률 변화

통증치료실에서 재 과 후에 환자의 낙상 발생

률 변화는 치료  근 오류가 34.1%, 치료  40.0%, 

인수인계 시 66.7%, 치료 후 41.3%로 감소되었다. 

해사건은 2건에서 0건으로 개선되었다. 운동/작업치료

실에서 낙상 발생률 변화는 치료  근 오류가 

40.8%, 치료  21.3%, 인수인계 시 37.1%, 치료 후 

40.6%로 감소되었다. 해사건은 1건에서 0건으로 개

선되었다[표3]. 

표 3. 재 과 후에 입원환자의 낙상 발생률 변화

Table 3. Changes of falls incidence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Falls Pre Post Change ratio (%)

Pain clinic
Events error

Before Tx. (%) 8.2 5.4 34.1

During Tx. (%) 4.5 2.7 40.0

Tx. transfer (%) 6.0 2.0 66.7

After Tx. (%) 17.2 10.1 41.3

Adverse events (n) 2 0

Exercise clinic 

/ Dept. of OT

Events error

Before Tx. (%) 7.1 4.2 40.8

During Tx. (%) 26.8 21.1 21.3

Tx. transfer (%) 8.9 5.6 37.1

After Tx. (%) 14.3 8.5 40.6

Adverse event (n) 1 0

OT: Occupational therapy; Tx.: Treatment

3.4 입원환자에서 나이에 따른 근 오류 발생률 

비교

통증치료실 환자는 치료 , 치료 , 인수인계 시, 

치료 후에 근 오류 발생률에서 나이(노인유무)에 따

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p<.05), 노인인 자가 노인

이 아닌 자보다 근 오류의 발생이 더 높았다. 운동/

작업치료실 환자는 치료  근 오류 발생률에서 나

이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p<.05), 노인인 자

가 노인이 아닌 자보다 더 높았다[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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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x. 9(7.2) 1(0.6) .003**

Tx. transfer 10(8.0) 1(0.6) .001**

After Tx. 24(19.2) 14(8.9) .011*

Elders (n=78) No elders (n=49)

Exercise clinic / Dept. of OT

Before Tx. 6(7.7) 1(2.0) .174

During Tx. 28(35.9) 2(4.1) <.001***

Tx. transfer 6(7.7) 3(6.1) .737

After Tx. 7(9.0) 7(14.3) .352

Values are expressed as number(%).
*p<.05, **p<.01, ***p<.001,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3.5 입원환자에서 성별에 따른 근 오류 발생률 

비교

통증치료실  운동/작업치료실 환자는 성별에 따

른 근 오류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05)[표5]. 

표 5. 성별에 따른 근 오류 비교
Table 5. Comparisons of events error according to gender

Male (n=147) Female (n=136) p

Pain clinic

Before Tx. 9(6.1) 10(9.1) .679

During Tx. 6(4.1) 4(2.9) .604

Tx. transfer 6(4.1) 5(3.7) .860

After Tx. 15(10.2) 11(8.1) .736

Male (n=76) Female (n=51) p

Exercise clinic / Dept. of OT

Before Tx. 4(5.3) 3(5.9) .881

During Tx. 21(27.6) 9(17.6) .194

Tx. transfer 5(6.6) 4(7.8) .785

After Tx. 10(13.2) 4(7.8) .348

Values are expressed as number(%).

Ⅳ. 고찰

본 비연구는 낙상 방 로그램이 종합병원 입원

환자의 낙상발생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고자 하 다. 

자의 연구결과에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재  입원환자의 낙상 발생률은 통증치료실에서

는 근 오류가 4.5∼17.1%로 나타났으며, 해사건은 

2건(1.5%)이었다[표1]. 운동/작업치료실에서는 근 오

류가 7.1∼26.8%로 통증치료실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

며, 해사건은 1건(1.8%)이었다. 근 오류의 발생률

은 통증치료실보다 운동/작업치료실에서 더 높은 빈

도를 보 는데, 이는 운동/작업치료실 환자가 노인의 

비 이 더 많았으며, 부분 신경계 문제가 있는 심각

한 손상을 가진 환자가 더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Lee 등[20]은 입원환자의 낙상발생요인을 복용약물 

요인, 인지  요인, 신체  요인, 인지  요인, 환경  

요인으로 구분하여 측요인을 분석하 다. 그 결과,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는 군이 복용하지 않은 군보

다 낙상 험이 12배 더 높았으며, 어지러움이 있는 

군이 없는 군보다 9배, 보행보조 도구를 사용한 군이 

사용하지 않은 군보다 5배, 심  질환이 있는 군이 

없는 군보다 4배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에서는 선행연구와 같이 입원환자의 낙상의 요인을 

확인하지는 못하 지만 재활환경 내 낙상의 발생률을 

확인한 첫 번째 연구가 될 것이다. 

우리는 낙상 방 을 만들어 낙상의 원인을 악

하 고 확인된 원인은 환경 인 요인, 치료사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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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가 , 환자 보호자의 부재  치료사의 부주의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낙상 방 

로그램을 개발하여 3개월 간 실시하 다. 그 결과, 두 

번째 차트검토를 수행하 고 낙상 발생률의 감소를 

보 다[표2]. 낙상 발생률의 변화률을 살펴보면[표3], 

통증치료실에서는 34.1∼66.7%의 향상률을 보 고 운

동/작업치료실에서는 21.3∼40.8%의 향상률을 보여 

낙상 방 로그램이 통증치료실 환자에서 더 큰 효

과를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한 이유는 신경계 

손상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운동/작업치료실 환자는 

신체기능의 회복속도가 늦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치료  근 오류의 향상률이 

21.3%로 비교  낮은 향상률이 나타난 도 바로 회

복속도가 늦은 것과 련이 있을 것이다. 

통증치료실에서는 노인인 자가 노인이 아닌 자보다 

치료 , 치료 , 인수인계 시, 치료 후에 근 오류가 

유의하게 더 많은 빈도를 보 다. 운동/작업치료실에

서는 노인인 자가 노인이 아닌 자보다 치료 에서만 

근 오류가 유의하게 더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표4]. 

이러한 결과도 와 같이 통증치료실과 운동/작업치

료실이 차이를 보 는데, 본 자는 신경계 손상의 유

무가 가장 큰 요인일 것이라 생각한다. 운동/작업치료

실에 있는 환자는 치료 을 제외한 낙상의 발생의 

요인이 노인유무와 련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편마비, 뇌졸 , 치매, 심장질환

은 낙상 발생률과 높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21,22]. 

즉, 노인 유무보다 질환과 질병의 등도가 낙상발생

과 더 깊은 련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입원한 환자

의 질환에 한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는데, 이는 아쉬

운 이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의료기

에서 실시한 낙상 방 로그램의 효과에 한 결

과는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다. 둘째, 재 과 후

에 확인한 낙상에 한 평가는 반복측정이 아니었다. 

그러나 동일한 환자에게 반복측정을 수행하지는 못했

지만, 입원과 퇴원이 비교  빠르게 반복되는 종합병

원 환경에서는 본 연구와 같은 독립된 군의 반복측정 

방법도 권고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낙상 방 로

그램의 지속효과에 해서 확인하지 않았다. 이러한 

제한 을 보완하여 추후 낙상 방 로그램의 효과를 

재검증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비연구는 본 종합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는 

입원환자의 낙상원인을 분석하고 낙상 방 로그램 

개발을 통해 낙상 발생률의 개선에 효과 인지 알아

보고자 수행하 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 , 재활치료실 입원환자의 낙상 발생률

은 통증치료실에서는 근 오류가 4.5∼17.1%로 나타

났으며, 해사건은 2건(1.5%)이었다. 운동/작업치료

실에서는 근 오류가 7.1∼26.8%로 통증치료실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해사건은 1건(1.8%)이었다.

둘째, 재  평가에 한 낙상 방 의 분석으

로 재활치료실의 낙상사고 원인은 첫째, 환경 인 요

인(턱이나 침 높이), 둘째, 치료사의 업무 부담 가 , 

셋째, 환자 보호자의 부재  치료사의 부주의로 해석

되었다.

셋째, 재 후, 재 과 비교하여 통증치료실은 

34.1∼66.7%가 감소되었으며, 운동/작업치료실은 21.3

∼40.8%가 었다.

넷째, 통증치료실에서는 노인인 자가 노인이 아닌 

자보다 치료 , 치료 , 인수인계 시, 치료 후에 근

오류가 유의하게 더 많았다(p<.05). 운동/작업치료

실에서는 노인인 자가 노인이 아닌 자보다 치료 에

서만 근 오류가 유의하게 더 많았다(p<.05).

다섯째, 성별에 따른 근 오류의 차이는 없었다

(p>.05).

본 비연구의 결과는 본 병원의 낙상발생에 한 

문제를 분석하여 개발한 낙상 방 로그램이 입원환

자의 낙상 발생률 감소에 정 인 효과를 기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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