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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판 낙상 위험 주거환경 평가 (Home Falls and Accidents Screening 

Tool; HOME FAST)의 내용이해도 및 신뢰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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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낙상 위험 주거환경 평가인 HOME FAST의 국내사용을 위해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한국어로 번안하여 내용이해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 한글로 번역된 HOME FAST의 내용이해도를 알아보기 위해 작업치료사 총 21명에게 한글번역본

의 이해도 평가하게 하였다. 이후 한글번역본을 역번역 하여 원문과 비교하고 문장구조 및 의미 유사성을 

평가하였다. 아울러 신뢰도 검증을 위해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낙상 고위험군 노인 75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내적 일치도를 검증하였다. 그중 9명의 대상자의 경우 2명의 작업치료사가 방문하여 

각각 평가한 뒤 검사자 간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결과 :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한 내용이해도 검증 결과에서 11개 문장이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해도 검증 결과의 의견을 바탕으로 검증위원회를 통해 구문을 수정하고 한글번역본을 완성하였다. 

한글판을 역번역하여 유사성 검증을 한 결과 문장구조에서는 3문항이 유사하지 않음으로 평가되었고, 

의미적 측면에서는 총 6문항이 유사하지 않음으로 평가되었다. 최종적으로 반복적 역번역 과정을 통해 

한글판 HOME FAST의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한글번역본의 내적일치도는 .62(p<.01)로 나타났고, 

검사자 간의 신뢰도는 .97 (p<.01)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본 연구는 체계적 번역-역번역 과정을 통해 HOME FAST를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아울러 한글판의 

내용이해도를 검증하였고, 내적일치도 및 검사자간 신뢰도 검증을 통해 신뢰도를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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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과거에는 노화와 관련하여 신체적 및 인지적 건강에

만 초점 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더욱 더 잘 살아 가기 

위한 삶의 질의 문제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즉, 

건강의 개념이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최근에는 질병이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개인의 가정과 지역사회에 통

합되어 살아가는 것을 포함한다(Stucki et al., 2002). 

노인이 지역사회 내 독립적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건강

을 위협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낙상이다. 

낙상은 단순히 넘어지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지

난 몇 년간 낙상에 관한 인식이 높아지고 낙상을 예방하

고자 하는 지역사회의 서비스의 보급이 확대되어 왔다. 

이는 통계자료에서도 나타나듯이 2014년 65세 이상 

노인실태 조사에서 낙상 발생률이 25.1% 인 것에 비해 

2017년 조사에는 15.9%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Statistics Korea, 2017). 이는 사회적으로 낙상에 관한 

인식이 높아지고 관련 중재 및 서비스가 전 보다 많이 

제공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여전히 노인들의 삶에서 낙상은 빈번히 발생

하며, 고령의 독거노인일수록 낙상의 위험에 더욱 노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2017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낙상을 경험한 노인의 경우 연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낙상을 경험하고, 낙상으로 인한 

병원 이용률은 64.9%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Statistics 

Korea, 2017). 이는 막대한 의료비 지출 및 사회의 재정

적 부담을 야기한다. 최근 들어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

를 해결하고자 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역사회 시스템내

로 전환하는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대 

커뮤니티 케어 사업 중 하나는 노인이 자신이 살던 

주거환경으로 돌아가고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고 독

립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

사회 거주 노인의 안전과 삶의 만족을 위해서는 낙상예

방 관련 서비스가 보다 더 증가 되어야 할 것이다 (Park, 

Lee, Ji, Park, & Kim, 2019).

 65세 이상의 노인에게서 낙상이 빈번히 일어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바닥이 미끄러워서

(29.2%), 사람이나 사물에 부딪혀서(9.1%), 보도나 문

의 턱에 걸려서(12.8%), 경사가 급해서(6.0%), 조명이 

어두워서(1.7%), 다리를 접질려서 (37.7%), 갑자기 어

지러 워서(25.1%)등이 있다(Jang & Park, 2013). 낙상

을 유발하는 요인은 외적 요인과 내적요인으로 분류된

다. 개인의 내적요인으로는 시지각 장애, 근력저하, 균

형감각 및 보행의 저하, 기립성 저혈압, 약물부작용, 

알코올 섭취, 우울, 치매 등과 관련된 요인들이 존재하

고(Tinetti, Speechley, & Ginter, 1988; Sohng, Moon, 

Kang, & Choi, 2001), 외적요인은 낙상을 유발하는 

환경요소가 있다. 환경적 외적요인은 내적요인보다 손

쉽게 그 원인을 중재할 수 있으며, 중재효과의 효율성

이 높다. 하지만 국내에 낙상 위험 환경을 적절히 평가

하는 평가도구가 부재한다. 현재로써는 낙상위험 환경

을 사정할 때 직관적으로 파악되는 요인을 찾아내고 

관련 중재를 제공하는 실정이다. 앞으로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낙상예방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낙

상위험 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척도가 무엇보

다 필요하다. 

작업치료사는 지역사회 내 낙상예방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는 전문가로써 낙상과 관련하여 노인의 내적 

및 외적요소를 모두 고려한 평가와 중재를 제공한다.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은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낙상과 관련된 많은 평가도구와 서비스들이 개발되어 

왔다. 미국작업치료사협회(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AOTA)에서는 다음과 같은 평가도

구의 활용을 권고하고 있다. 낙상위험 환경요인을 평가하

는 평가도구에는 In-Home Occupational Performance 

Evaluation(I-HOPE)(Stark, Somerville, & Morris, 2010), 

Safety Assessment of Function and the Environment for 

Rehabilitation—Health Outcome Measurement and 

Evaluation(SAFER-HOME v3)(Chiu et al., 2006), Home Falls 

and Accidents Screening Tool (HOME FAST)(Mackenzie, 

Byles, & Higginbotham, 2000), Westmead Home Safety 

Assessment(WeHSA)(Clemson, 1997)등이 있다(A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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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특히나, SAFER-HOME v3는 미국에서 널리 사용되

며 낙상을 유발하는 환경 및 기능적 특성을 모두 평가하

는 매우 작업치료적인 평가도구이다. WeHSA는 호주

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표준화된 평가도구로써 총 

73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평가를 시행하는데 1시간 

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SAFER-HOME v3와 비

교하여 WeHSA는 낙상 유발 환경요인에만 중점 하여 

측정하는 것이 특징이고, 반면 평가항목에 대한 이해와 

평가의 엄격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WeHSA를 시행하

기 위해서는 평가도구에 대해 교육받은 작업치료사가 

평가를 진행한다. 문헌에 따르면 훈련되지 않은 사람과 

훈련된 사람의 평가결과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의

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Clemson, Fitzgerald, 

& Heard, 1999). WeHSA는 각 항목들의 내용 타당도가 

0.80 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HOME FAST는 낙상위험 환경요소를 측정하는 선

별평가에 해당한다. HOME FAST는 WeHSA에 비해 평

가항목이 적고 시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 국내 

지역사회 실정에 보다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HOME FAST의 장점은 단순히 환경 

장애물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호작용하면

서 발생할 수 있는 기능적 요인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다. 기존 문헌연구 결과에 따르면 HOME FAST를 

활용하여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3년간 6개

월에 한번 씩 추적연구를 진행한 결과 그렇지 않은 

집단과 비교하여 노인들의 낙상 발생 비율이 현저하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Mackenzie, Byles, & D’Este, 

2009). 다시 말해 HOME FAST는 지역사회 현장에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낙상 발생률과 상관이 높아 

예측타당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HOME FAST의 원본을 가지고 우리나라 주거 

환경을 평가할 시 외국의 주택과 우리나라 주택이 구조

적 또는 문화적으로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평가도구

의 국내적용의 타당도를 언급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

이 있다. 주거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요소들보다 

나라의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Romli, Machenzie, 

Lovarini, & Tan, 2016). 그러므로 HOME FAST의 국내 

적용을 위해 1차 단계로써 체계적인 번역과정을 통해 

한국어 버전을 완성하고, 이후 평가결과를 수집하여 

한국의 주거환경을 반영하는 항목을 추가하거나 수정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번역 검증 위원회를 구성하고 

HOME FAST를 한국어로 번역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

였다. 국내에서 진행된 외국 평가도구의 번역연구를 

살펴보면, 체계적 번역 연구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국어

로 번역한 뒤 타당도 및 신뢰도 검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Hong & Kim (2012) 연구에서

도 지적하고 있다. 국내에서 진행된 발달평가도구 번역

연구 중 오직 35% 정도만이 체계적인 번역-역번역 과

정을 거쳤고 그 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번역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외 번역 연구사례와

도 비교해보면 현저히 낮은 비율의 연구만이 체계적 

번역 및 역번역 과정을 통해 번역 하였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Hong & Kim, 2012).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번역이 되지 않거나 일부 과정이 생략되는 경우 

원 개념에 대한 해석의 오류 및 누락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이는 평가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친다(Romli, Machenzie, Lovarini, Tan, & 

Clemson, 2017; Kim & Kim, 2016). 따라서 외국에서 

개발된 평가도구의 경우 체계적인 절차를 걸쳐 자국의 

언어로 번역되고, 이를 통해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거쳐 국내 상황에 보다 적합한 문항으로 수정되어 적용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주거환경을 반영하는 낙상위

험환경 척도를 완성하기에 앞서 HOME FAST를 체계적 

번역-역번역 과정을 통해 한국어로 번역하고 내용이해

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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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N % M ± SD

Gender
Male 20 26.7

Female 55 73.3

Age

>65 6 8.0

78.9 ± 8.7
65~74 11 14.7

75~84 39 52.0

85≤ 15 20.0

Living area
Urban 50 66.7

Rural 25 33.3

Type of house

Detached house 35 46.7

Multi-units house 19 25.3

Apartment 18 24.0

Studio(one room) 1 1.3

*
Four missing data within the category of age, and two missing data within the category of type of house.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for Reliability Evaluation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HOME-FAST의 한글 초벌번역

에는 영어와 한국어를 둘 다 사용할 수 있고 영어권 

학위를 소지하고 있고 작업치료학과 교수 2명 및 영어

권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유사전공 박사 1명이 참여하

였다. 이후 영어권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작업치료학과 

교수 1명, 영어와 한국어 둘 다 사용가능한 작업치료학

과 교수 1명 및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번역전문가 1명으로 번역 검증 위원회를 구

성하였다. 한글로 번역된 평가도구의 이해도를 검증하

기 위해서 향후 평가도구를 사용하게 될 작업치료사 

집단에게 이해도 설문을 진행하였다 (총 21명). 역번역

은 미국 시민권자로써 이중 언어를 사용하며 박사학위

를 소지한 또 다른 번역전문가 1명이 참여하였으며, 

HOME-FAST 평가를 사전에 접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었다. 역번역 문장의 검증에는 영어권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작업치료학과 교수 1명 및 영어가 모국어인 외국

인 2명이 참여하였다.  

신뢰도 검증을 위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낙상 고위

험군 노인 75명을 모집하여 평가를 진행하였고, 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Table1과 같다. 

2. 연구도구

1) Home Falls and Accidents Screening Tool 

(HOME FAST)

HOME FAST는 호주 작업치료사인 Lynette 

Mackenzie에 의해 처음으로 개발되었다(Mackenzie 

et al., 2000). 주거환경 내에 낙상을 유발하는 환경적 

요인들을 평가하는 총 2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항목은 바닥상태, 가구의 배치, 조명, 욕실, 창

고, 계단, 이동성 등을 평가한다. 각 항목은 위험요소가 

있으면 네(1점), 위험요소가 없으면 아니요(0점)로 평가

하고 평가항목이 적용되지 않으면 N/A(Not Applicable)

로 표기한다. 점수는 0점에서 25점까지 채점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낙상을 유발하는 환경적 위험요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HOME FAST는 내용타당도와 예측타당

도가 입증되었고, 평가자간 신뢰도는 0.82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 ICC)이고, 평가-재평가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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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 Translation  

in Korean

Test for Degree of

 Understanding of Translated Version (n=21, OT)

Backward Translation 

in English

Review & Proof Reading 

Final Version of Korean -translated HOME-FAST 

Translation Review by Committee (n=3)

Review & Correction by Committee (n=3)

Review & Correction by Committee (n=2)

Figure 1 Forward and Backward Translation Process for Finalizing Korean-translated 

Version of HOME FAST 

는 0.77 (ICC) 이다(Mackenzie, Byles, & Higginbotham, 

2002; Vu & Mackenzie, 2012). 

3. 연구 과정

1) 한글 번역 및 번역 적합성 검증 

번역검증 위원회를 통해 한글 번역본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적합성 검증은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적합성 검증결과에서 1점(매우 나쁨) 또는 2점(나쁨)을 

부여한 항목에 대해 번역 수정작업을 진행하였다

(Figure 1).

2) 번역 이해도 검증

한글본의 이해도 검증을 위해 작업치료사 21명을 

대상으로 이해도 평가를 진행하였다 (Figure 1). 각 항

목을 읽고 구문이 얼마나 잘 이해되는지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고, 1점(매우 이해 안 됨) 또는 2점(이

해 안 됨)을 받은 항목을 수정하기로 하였다. 이해가 

안 된다고 표시한 항목에 대해서는 그 이유와 보다 적합

하다고 생각되는 표현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이 결과를 

가지고 번역 검증 위원회의 재검토 회의를 거쳤다.

3) 역번역 검증 

최종적으로 완성된 한글 번역본을 영어로 역번역 

하였고, 원본과 역번역본 간의 유사성 평가를 진행하였

다. 유사성 검증은 문장구조의 유사성과 의미전달의 

유사성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역번역 검증과정

은 Lim, Park, & Yoo (2007)에서 사용한 방법을 참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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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유사성이 1점(‘전혀 유사하지 않음’) 또는 2점(‘유

사하지 않음’)으로 평가된 항목은 한글본을 재수정하여 

다시 역번역한 뒤 유사성 평가를 재평가하였다(Figure 

1). 이와 같은 반복적인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

여 검증위원회의 작업치료학과 교수 2명만 참여하였다.

4) 한글 번역본의 신뢰도 검증

한글판 HOME FAST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일치도 및 검사자간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내적일

치도는 총 75명의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낙상 고위험군 

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분문항

으로 구성된 HOME FAST의 항목간의 내적일치도는 

KR20 (Kuder-Richardson formula)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또한 검사자간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9명의 동일한 대상자의 가정을 2명의 작업치료사가 

방문하여 각각 HOME FAST를 평가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ICC 값을 구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한글번역 및 번역 적합성 검증 결과 

초벌번역본의 적합성 검증결과 1점(매우 나쁨) 또는 

2점(나쁨)을 받은 항목이 없었고, 검증위원회를 통해 

전체적으로 구문의 표현을 다듬어 한글번역본을 완성

하였다. 

2. 한글번역의 이해도 검증 결과

이해도 평가에서 응답자가 ‘매우 이해 잘됨’, ‘이해 

잘됨’, ‘보통’으로 평가한 항목을 제외하고, ‘이해 안됨’, 

‘매우 이해 안 됨’으로 평가된 항목으로 항목 이해도(%)

를 계산하였다. 이해도가 낮은 항목들을 Table 2에 제

시하였다. 

이해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항목은 25번이었다. 특

히나 애완동물을 돌볼 때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길어 간단명료하게 수정하였으며, 애완동물을 교육하

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이 있어 

보다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여 애완동물을 돌볼 시 

낙상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 중점 하여 

재설명하였다. 그 외에도 1번 문항에서 ‘깨끗한가

(free)’라는 표현이 낙상의 위험도 보다는 청결도를 평

가하는 것 같다는 지적이 있어 ’가로막혀있지 않은가

‘로 바꾸었다. 또한 23번 문항의 ‘잡동사니(clutter)’의 

표현이 잡동사니가 있지만 잘 정리되어 있는 경우 낙상

의 위험이 없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방해물’이라고 

바꾸었다. 그 외 단어 사용에 있어서도 ‘계단 가장자

리’(edges of the steps/stairs)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어느 부분을 말하고 있는지 애매모호하여 ‘계단 끝 가

장자리’라고 수정하였고, ‘좁은 계단에서’라는 표현이 

애매모호하여 ‘계단의 좁은 공간에서’로 수정하였다. 

이와 같이 번역 검증 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구문 수정을 

최종적으로 다듬고 번역본을 재완성 하였다. 

3. 역번역 검증 결과 

3명의 역번역 검증자가 원본과 역번역본을 비교하

여 문장구조의 유사성과 의미전달 유사성을 평가한 결

과 중 3명 중 1명이 1점(전혀 유사하지 않음) 또는 2점

(유사하지 않음)으로 평가 한 항목에 대해 한글 번역을 

수정하여 다시 역번역을 진행하고 유사도 평가가 3점 

이상 나올 때까지 반복 실시하였다. 

1번 문항의 경우 원문에서는 ‘Are walkways free 

of“라고 긍정문으로 표현한 반면, 번역본에서는‘Aren’t 

all the paths hindered‘ 라는 부정문으로 표현하였는

데, 이와 같은 구문의 형식 차이가 전선이나 잡동사니

가 없는 건지 또는 잡동사니가 있지만 잘 정돈되어 

있는 건지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Table 

3). 15번 원문의 경우 ‘문이 잠겨 있지 않다’(unlocking 

doors to reach it)라고 되어있는 반면, 역번역본의 경

우 ‘열쇠로 문을 열지 않아도 된다’(do not ne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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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Percent of 

Understanding 

(%)

1. Are walkways free of cords and other clutter?
Definition: no cords or clutter (boxes, newspapers, and objects) across or encroaching on 

walkways/doorways. Includes furniture and other items that obstruct doorways or hallways, items behind 

doors preventing doors opening fully, raised thresholds in doorways. 

90.4

3. Are floor surfaces non slip? 
Definition: score "no" if lino or tiles are in the kitchen, bathroom or laundry, in addition to any polished 

floors or tiled/lino surfaces elsewhere. Can only score "yes" if, in addition to other rooms, the kitchen, 

bathroom and laundry have non slip or slip resistant floor surfaces. 

95.2

9. Are the outside paths, steps and entrances well lit at night? 
Definition: lights exist over back and front doors, globes at least 75w, walkways used exposed to light 

?including communal lobbies. 

95.2

16. Can the person easily reach items in the kitchen that are used regularly without climbing 
bending or upsetting his or her balance? 
Definition: cupboards are accessible between shoulder and knee height ? no chairs or stepladders are 

required to reach things. 

95.2

18. Do the indoor steps/stairs have an accessible/sturdy grab rail extending along the full 
length of the steps/stairs? 
Definition: grab rail must be easily gripped, firmly fixed, sufficiently robust and available for the full 

length of the steps or stairs. 

95.2

19. Do the outdoor steps/stairs have an accessible/sturdy grab rail extending along the 
full length of the steps/stairs? 
Definition: Steps = more than two consecutive steps (changes in floor level). Grab rail must be easily 

gripped, firmly fixed, sufficiently robust and available for the full length of the steps or stairs. 

95.2

20. Can the person easily and safely go up and down the steps/stairs inside or outside 
the house? 
Definition: steps are not too high, too narrow or too uneven for feet to be firmly placed on the steps 

(indoors and outdoors), person is not likely to become tired or breathless using steps/stairs, and has 

no medical factors likely to impact on safety on stairs, e.g. foot drop, loss of sensation in feet, impaired 

control of movement etc. 

95.2

21. Are the edges of the steps/stairs (both inside and outside the house) easily identified? 
Definition: no patterned floor coverings, tiles or painted areas which could obscure the edge of the 

step, and there is adequate lighting of steps/stairs

95.2

22. Can the person use the entrance door/s safely and easily? 
Definition: locks and bolts can be used without bending or over- reaching, there is a landing so the 

person does not have to balance on steps to open the door and/or screen door. 

95.2

23. Are paths around the house in good repair, and free of clutter? 
Definition: no cracked/loose pathways, overgrowing plants/weeds, overhanging trees, garden hoses 

encroaching on walkways

95.2

25. If there are pets ? can the person care for them without bending or being at risk of 
falling over? 
Definition: pets = any animals that the person has responsibility for. To score "yes" person does not 

have to feed pets when they are jumping up or getting under foot, person does not have to bend 

to the floor to refill bowls/dish or clean pets, and pets do not require a lot of exercise. 

80.9

Table 2 Degree of Understanding of Korean-translated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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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of 

Item
Original Sentences Re-translated Sentences 

1

Are walkways free of cords and other clutter?

Definition: no cords or clutter (boxes, newspapers, 

and objects) across or encroaching on 

walkways/doorways. Includes furniture and other 

items that obstruct doorways or hallways, items behind 

doors preventing doors opening fully, raised 

thresholds in doorways. 

Aren't all the paths hindered by wires and the 

miscellaneous?

Definition: There are no wires and the 

miscellaneous (boxes, newspapers, and other 

objects) in the paths. There must be no furniture 

or objects blocking the doors and the paths. There 

must be nothing behind the door, so the door must 

fully open. No raised thresholds in doorways

15

Is the toilet in close proximity to the bedroom? 

Definition: Toilet is no more than two doorways away 

from the bedroom (including the bedroom door) – does 
not involve going outside or unlocking doors to 
reach it. 

Is the bathroom close to the bedroom?

Definition: I do not cross more than two doors 

between the bathroom and the bedroom (including 

the bedroom door). And when I go to the bathroom, 

I do not need to leave the house or open the 
door with a key

20

Can the person easily and safely go up and down the 

steps/stairs inside or outside the house? 

Definition: steps are not too high, too narrow or too 

uneven for feet to be firmly placed on the steps 

(indoors and outdoors), person is not likely to become 

tired or breathless using steps/stairs, and has no 

medical factors likely to impact on safety on stairs, 

e.g. foot drop, loss of sensation in feet, impaired 

control of movement etc. 

Is the stairway you use to enter and leave the 
house easy and safe to use?

Definition: Both the stairways in and outside are 

not too high, and there must be enough space to 

hold my feet. When climbing the stairs, it shouldn’t 

be too hard or lose breath. Medical factors do not 

affect safety when I use the stairway. (Example: an 

ankle drop due to a paralysis, a loss of foot 

sensation, and a motor impairment, among others.)

Table 3 Differences Between Original and Re-translated Sentences in Terms of Syntactic Similarity 

open the door with a key)라고 되어 있어 문을 열쇠로 

열지는 않아도 잠겨 있는 경우는 혼동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20번 문항의 경우 ‘집에 드나

들 때’(to enter and eave the house)와 ‘집의 안과 

밖’(inside or outside the house) 해석의 오류가 있어

서 한글번역본을 수정한 후 역번역 유사성 검사를 재실

시하여 5점(매우 유사함)으로 평가되었다.

의미 유사성 평가에서는 총 6개 문장에서 원문과 

역번역본의 의미적 유사성이 일치 하지 않는다고 평가

되었다. 그 결과는 Table 4에 모두 정리하였다. 1번 

문항의 경우 원문은 긍정문(Are walkways free of)의 

형식으로 기술되었고 역번역본은 부정문(Aren’t all 

the paths hindered by)으로 기술되었는데, 이는 문장

구조 유사성 평가에서와 같이 원래 없는 것인지 있으나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인지 의미의 차이성을 보인다는 

언급이 있었다. 2번 문항도 마찬가지로 원문의 ‘floor 

covering’이라는 표현이 ‘what’s on the floor’라고 표

현되면 바닥위에 있는 카페트와 같은 것이 아닌 모든 

물건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의미적 유사

성이 같지 않다고 하였다. 7번 문항은 역문항에서 ‘to 

see clearly’라는 구문이 자세히 설명되지 않아 조명이 

잘 보일 만큼 밝은 것이 아니라 조명이 단지 밝기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 9번 문항

은 원문의 경우 ‘불이 잘 들어오는지’(well lit)의 의미이

나, ‘well done’으로 표시될 경우 잘 설치되어 있는지를 

물어 보는 것과 같이 의미해석의 오류가 있다고 지적되



 Therapeutic Science for Rehabilitation Vol. 8. No. 4. 2019.    85

No. of 

Item
Original Sentences Re-translated Sentences 

1 Are walkways free of cords and other clutter?
Aren't all the paths hindered by wires and the 

miscellaneous?

2 Are floor coverings in good condition? Is what's on the floor good in terms of condition?

7
Are all the lights bright enough for the person to 
see clearly? 

Is the house's lighting bright enough?

9
Are the outside paths, steps and entrances well lit
at night? 

Is the lighting well done in all the pathways, 

stairways, and entrances outside at night?

14

Definition: Well maintained slip resistant rubber 

mats, or non-slip strips secured in the base of 
the bath or shower recess

Definition: A rubber mat or a rug is installed at the 
bottom of the shower booth or bath tub

20
Can the person easily and safely go up and down 

the steps/stairs inside or outside the house?
Is the stairway you use to enter and leave the 
house easy and safe to use?

Table 4 Differences Between Original and Re-translated Sentences in Terms of Semantic Similarity 

었다. 14번 문항에서 ‘non-slip strips’은 미끄럼방지 

매트로 해석되었으나 보다 정확한 물건의 명칭을 지칭

하기 위하여 미끄럼방지 테이프라고 수정하였다. 마지

막 20번 문항의 경우 ‘inside or outside the house’의 

해석인 ‘집의 안과 밖을 드나들 때로’ 해석하였으나, 

해석의 오류를 역번역 문항 비교를 통해 발견하고, ‘실

내외에’라고 수정을 하였다.

4. 신뢰도 검증 결과

각 문항간의 내적일치도는 .62 (KR20)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p<.01). 또한 검사자간의 

신뢰도 분석 결과 ICC 값은 .97 로 두 명의 검사자간의 

매우 높은 검사자간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p<.01). 

IV. 고 찰

인지적 및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노인이 지역사

회 내에 통합되어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지하기 

위해 주거환경 개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과 호주

와 같은 선진국의 경우 오래전부터 작업치료사가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그 안에서 

작업 활동을 훈련시키는 전문성이 발달되어 왔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커뮤니티 케어 사업과 더불어 지역사

회 거주 노인의 낙상문제와 관련하여 주거환경개선 서

비스를 시행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Park et al., 

2019). 서비스 모델이 일찍이 발달되었던 선험적 국가

에서는 낙상위험 환경요소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도구

들이 많이 개발되었고 그 평가도구들의 내용타당도 및 

신뢰도가 상당 수준 이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나 

여러 낙상 위험 환경평가도구들 가운데 국내 지역사회

서비스의 특성에 적합한 HOME FAST를 임상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번역-역번역의 과정으로 평가도구를 번

역하고 내용이해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HOME FAST는 호주에서 개발된 낙상 위험 환경요소 

평가도구로써 총 25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낙상을 

유발하는 환경위험요소 및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동안 

발생하는 낙상유발 행동양식을 평가한다 (Mackenzie 

et al., 2000; Mackenzie, 2017). 이 평가도구의 장점은 

문항이 적어 비교적 쉽고 간단하게 낙상유발 환경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고, 아울러 단순 물리적 환경요소 

평가 뿐 만 아니라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행동양식에도 중점 하여 낙상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낙상 위험 환경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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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면 단순히 턱이 있는지, 미끄러운 바닥인지, 장애물

이 있는지 등과 같은 물리적인 환경을 흔히 생각 할 수도 

있겠으나, PEO (Person-Environment-Occupation)모

델에 근거하여 환경과 작업 활동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 

또한 관찰되어야한다 (Strong et al., 1999).

환경평가는 나라별로 주거환경 특성이 상이하기 때

문에 각 나라의 주거환경에 맞게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

다. 특히나 서양권 문화는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주거환

경 및 환경 내에서의 생활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에 맞는 환경평가도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개념적 구성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것 보단 선험국에서 이미 입증되고 널리 쓰이

고 있는 평가도구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한국형 문항을 

수정 및 추가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비교문화연구(cross-cultural study)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체계적인 번역연

구과정을 통해 자국의 언어로 번역하고 그 의미와 해석

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HOME FAST도 항목의 설명도가 달라짐에 따라 평가

의 민감도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9번 문항의 

낙상을 유발하는 요인은 조명 설치의 유무가 아니라 

조명의 밝기가 충분한지 또는 작업 활동을 하는 동안

(예:　밤에 화장실을 가는 동안)　조명이 잘 작동하는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같이 항목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나 특별한 매뉴얼 없이 설문지로 평가를 하는 경우 

항목의 서술 자체가 충분히 강조하는 바를 잘 설명하고 

있어야 하며 이는 평가의 엄격성에 영향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Brislin (1970)의 번역-역번역 과정을 

통해 HOME FAST를 한국어로 번안하고자 하였다. 번

역(translation)-역번역(back-translation)과정은 번

역본을 다시 원 언어로 재번역 한 것을 원본과 비교하여 

의미적 동질성과 구조적 동질성을 평가하고, 두 버전간

의 동질성이 확보될 때 까지 번역본의 표현을 반복 

수정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번역본과 원본의 동

질성을 높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어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동질성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

다. 영어에서 사용되는 단어와 정확하게 일치되는 단어

가 없거나(vocabulary equivalence), 한국어에서는 관

용어구가 다르게 표현되거나(idiomatic equivalence), 

문법적으로 문장의 구조가 다르거나(grammatical-syn-

tactical equivalence), 문화적으로 단어의 뜻이 다르게 

사용되거나(experiential equivalence), 원본에서 단어

의 선택이 잠재적으로 잘못되었을 경우(conceptual 

equivalence)이다(Cha, Kim, & Erlen, 2007). 따라서 

번역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동질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검증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한 

후 가장 최적의 단어를 선정하여 번역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작업치료 전공자 외에 번역전문가를 

검증위원회로 구성한 이유는 언어의 구조 및 관용적 

의미 유사성을 어문학적으로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였다. 아울러 영어로 역번역하는 과정에서는 

HOME FAST를 사전에 접해보지 못했고 번역을 전문적

으로 하는 또 다른 번역전문가에게 역번역을 의뢰를 

하였다. 하지만 번역전문가는 평가의 목적과 문맥이 

익숙하지 않아 한글번역본에는 적절하게 번역을 하였

으나 영어로 역번역을 하였을 때 그 의미가 달라져 

있는 등의 오류가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회의를 

거쳐 추가적인 설명을 통해 정정하였다. 이외에도 한글 

번역본에 오류가 있는 경우 반복적인 수정과정을 통해 

원본과 역번역본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역번역 

과정을 통해 한글번역본의 오류 또한 수정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steps/stairs inside or outside the house’

라는 표현은 원래 ‘집 안팎으로 드나들 때’라고 번역되

었으나, 역번역과정을 통해 ‘집의 안과 밖에 있는 계단’

이라고 수정하였다. 또한 단어의 선택에 있어, ‘grab 

rail’, ‘non-slip strips’, ‘bath board’와 같은 영어 단어

는 외래어 그대로 익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글단어가 

의미전달에 있어 익숙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최종 

결정은 번역검증 위원회를 통해 각각 안전손잡이(grab 

rail), 미끄럼방지 테이프(non-slip strips), 욕조 안 목

욕판(bath board)이라고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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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낙상 고위험군 노인그룹

을 대상으로 번역된 HOME FAST를 실시하였다. 총 

75명의 결과를 분석하여 내적일치도를 검증한 결과 

.62 (KR20)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나 내적일치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서양문화권에서 개발된 

HOME FAST 내 항목들이 우리나라의 국내 주거환경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이라 해석되며, 특히나 

일부 문항의 경우 대부분의 국내 주거환경에서는 없거

나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문항의 응답이 ‘적용안

됨’으로 채점하였는데 이러한 이유가 내적일치도에 영

향을 미친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국내 주거환경을 고려한 항목을 개발하여 한국형 문항

을 포함하는 주거환경평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검사자간 신뢰도는 .97(ICC)로 두 검사자간의 결과의 

일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HOME-FAST는 

재가방문을 통해 낙상 위험 환경요소를 관찰하여 평가

하는 평가도구이기 때문에 항목이 정확하고 자세하게 

서술된다면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척도

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과 비교하여도 높은 

수준의 검사자간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났

다(Mackenzie, Byles, & Higginbotham, 2009; Romli 

et al., 2017; Vu & Mackenzie, 2012).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역번역과 검증과정에서 작업치

료 전문가가 아닌 번역 전문가 및 모국어가 영어인 

자가 참여하여 평가도구의 문항이 본래 의미하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기존 문헌에 따르

면 역번역자의 경우 연구에 참여하지 않고 번역하고자 

하는 원본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사람에게 역번역을 

의뢰하는 것으로 추천하고 있으나, 평가도구의 경우 

적어도 관련 유사 분야 역번역자가 참여하는 것이 적합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유사성의 경우에도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만 더불어 작업치료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번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에서는 반복적인 역번역 수정 과정을 걸쳐 충분히 그 

뜻이 유사하고 동시에 잘 전달될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되

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한국어로 번역된 

HOME FAST를 사용하고 모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거환경 및 생활양식의 문화적 차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문항의 개발 및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내 낙상 위험 주거환경요인

을 평가하는 HOME FAST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번역본

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입증하고자 하였다. 번역의 타당

성은 번역적합성 검증, 내용 이해도 검증, 역번역 검증

의 일렬의 체계적 과정을 통해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일렬의 과정을 통해 보다 한글판의 타당도를 검증하였

고, 아울러 내적일치도 및 검사자간 신뢰성 평가를 통

해 신뢰도 또한 검증하였다. 끝으로 HOME FAST는 

본 연구를 통해 한국어로 번역되어 타당도와 신뢰도가 

입증되었으며, 앞으로 지역사회 내 거주하는 노인의 

주거환경을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도구

로써 국내 지역사회 작업치료 임상에서 유용하게 사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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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alidity and Reliability of Korean Version of Home Falls 

and Accidents Screening Tool (HOME FAST)

Ju, Yumi, M.S. O.T., Cho, Sun-Young, M.S., O.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Far-East University, Professor

Objective : This study aims to obtain the validation of Korean version of HOME FAST using 

the translation-back translation process and to evaluate the reliability. 

Methods : Total three stages were conducted which includes forward translation to Korean, 

test for degree of understanding of translated version, back translation to English, and then 

review and proof reading process. 21 occupational therapists were participated in the 

evaluation of understanding of Korean-translated HOME FAST, then some of expressions 

were modified for better understanding. Korean version was went through back-translation 

to English. Similarity between the original version and re-translated version were evaluated. 

Total 75 data from community dwelling elderly group were collected to assess internal 

consistency. Two occupational therapists simultaneously evaluated for the inter-rater 

reliability. 

Results : 11 items of Korean-translated scale were responded as having confused meaning 

by occupational therapists. There was some modification on expression. In the evaluation 

of similarity between original version and re-translated version, 3 items were selected as 

dissimilar items in terms of syntax and 6 items were selected in terms of semantic similarity. 

After the repetitive modification process, items were obtained conceptual equivalence 

between two different languages. Internal consistency was .62(KR20) (p<.01) and inter-rater 

reliability was .97(ICC) (p<.01).

Conclusion : Korean version of HOME FAST was finalized through translation-retranslation 

process. The conceptual equivalence was established and Korean version showed highly 

reliable. In further study, The modification of items reflecting Korean house and life style 

should be conducted. 

Key Words : Community care, Falls, HOME FAST, Home modification



 Therapeutic Science for Rehabilitation Vol. 8. No. 4. 2019.    91

성함:                         나이:                        성별:  남/여

진단명:                                    거주형태:                    평가자:

항  목 네 아니오
적용
안됨

비 고

1. 모든 통로가 전선과 잡동사니들로 가로막혀 있지 않은가?

정의: 지나가는 통로에 전선과 잡동사니들 (박스, 신문, 그 외 물건들)이 없다. 문과 통로를 
가로막는 가구나 물건들이 없어야 한다. 문 뒤에 놓아둔 물건이 없어서 문이 완전히 다 열려야 
한다. 문턱이 없어야 한다.

2.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 상태가 좋은가?

정의: 카펫/매트 (계단에 깔려 있는 것 포함) 가 평평하게 깔려 있고, 찢어진 부분은 없으며, 

올이 풀린 부분이 없다. 바닥에 깨진 타일이 없다.

3. 바닥이 미끄럼방지(non-slip)로 되어 있는가?

정의: 장판이나 타일이 주방, 화장실, 세탁실의 바닥재로 사용되었거나 혹은 그밖에 광택소재 
바닥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아니요’로 채점한다. 주방, 화장실, 세탁실 등에 미끄럼방지 바닥재가 
사용된 경우에만 ‘예’로 채점한다.

4. 매트가 바닥에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는가?

정의: 바닥에 깔린 매트 뒷면이 미끄럼방지로 되어있거나, 매트가 바닥에 테이프나 못으로 
고정되어 있다.

5. 침대에서 쉽고 안전하게 눕고 일어설 수 있는가?

정의: 침대는 높이가 적절해야 하고 견고해야 한다. 침대 옆의 가구에 의지하지 않은 채 쉽게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 

6. 거실 소파에서 쉽고 안전하게 일어날 수 있는가?

정의: 소파의 높이가 적절하고, 일어서고 앉을 때 잡고 지지할 수 있는 팔걸이가 있어야 한다. 

소파는 너무 푹신푹신하거나 깊으면 안 된다.

7. 집안의 조명이 잘 보일 만큼 밝은가?

정의: 각 공간의 전구의 밝기는 75와트 이상 되거나, 형광등이여야 한다.  방을 가로질러 그림자가 
드리우면 안 된다. 너무 밝아서 눈이 부시면 안 된다.

8. 침대에서 쉽게 조명 스위치를 켜고 끌 수 있는가?

정의: 밤에 침대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불을 켤 수 있다. 침대 곁에 손전등이나 램프가 있거나 
화장실을 가는데 적절한 야간 조명이 켜있다.

9. 야간에 바깥의 모든 통로, 계단, 입구 등에 조명이 잘 비춰져 있는가?

정의:  집의 뒷문과 현관문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고 전구 밝기는 최소 75와트 이상이다. 로비를 
포함한 복도에도 조명이 설치되어 있다.

10. 화장실 변기에서 쉽고 안전하게 앉고 일어설 수 있는가?

정의: 변기는 높이가 적당하고, 필요한 경우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일어설 때 
세면대/수건걸이/화장지 거치대 등을 잡지 않는다.

11. 욕조에 쉽고 안전하게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가?

정의: 욕조의 가장자리를 위험하지 않게 넘어 다닐 수 있고 주변의 물건을 붙잡지 않고 욕조 
안에서 앉거나 일어설 수 있다(혹은 위험 없이 욕조 안 목욕판에 앉거나 욕조에 서서 샤워기를 

Appendix 1. 낙상 위험 주거환경 평가 (Korean-translated Home Falls and Accidents Screening Tool)

집은 주택의 내부와 외부 주거환경을 모두 포함한다. 본 평가는 낮에 방문했을 때 주로 사용 될 것이나 일부 

문항은 밤 시간 때의 주거환경도 고려하여 체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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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12. 샤워부스에 쉽고 안전하게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가?

정의: 지지대를 붙잡지 않고 위험 없이 샤워 부스 안을 드나들 수 있고, 부스의 문턱을 안전하게 
넘을 수 있다.

13. 욕조 및 샤워부스에 잡을 수 있는 견고한 손잡이 또는 안전바가 있는가?

정의: 손잡이 안전바가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고(수건걸이가 아님) 안전바를 잡기 위해 몸을 
구부릴 때 균형을 잃지 않을 정도의 거리에 안전바가 위치해 있다. 

14. 욕조/욕실/샤워부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사용하고 있는가? 

정의: 샤워부스나 욕조 바닥에 미끄럼 방지용 고무매트나 미끄럼방지 테이프 등이 설치되어있다. 

15. 화장실은 침실과 가까운가?

정의: 화장실과 침실 사이에 2개 이상의 문을 지나지 않는다(침실 문 포함). 화장실에 갈 때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문이 잠겨져있지 않다.

16. 주방에서 자주 쓰는 물건을 꺼낼 때 어딘가에 올라가거나, 몸을 구부리거나, 균형을 잃지 
않고 쉽게 꺼낼 수 있는가?

정의: 수납장은 어깨와 무릎 높이 사이 높이에 위치한다. 물건을 꺼내기 위해서 의자 또는 
발판을 사용하지 않는다. 

17. 부엌에서 식사 공간까지 음식을 쉽고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가?

정의: 음식을 주로 먹는 공간까지 안전하게 음식을 가져가거나 혹은 카트를 이용해서 운반할 
수 있다.

18. 실내 계단 전체에 잡을 수 있는 단단한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가?

정의: 손잡이 레일은 손으로 쉽게 잡을 수 있고,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으며, 계단의 전체에 
걸쳐 설치되어있다.

19. 실외 계단 전체에 잡을 수 있는 단단한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가?

정의: 계단 = 2개 이상의 단으로 이어진 층계(단의 변경). 손잡이 레일은 손으로 쉽게 잡을 
수 있고,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으며, 계단의 전체에 걸쳐 설치되어있다.

20. 실내외에 존재하는 계단 모두 이용하기 쉽고 안전한가?

정의: 실내외 모두 계단이 너무 높지 않고, 발을 딛는 부분에 공간이 충분해야한다. 계단을 
오를 때 너무 힘들거나 숨이 차지 않아야 한다. 계단 이용 시 의학적 요인이 (예, 마비로 인한 
발목떨굼, 발 감각소실, 운동기능장애 등)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1. 계단의 끝 가장자리 부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가?

정의: 계단의 끝 가장자리 부분을 모호하게 할 수 있는 패턴 바닥재, 타일, 페인팅 등을 사용하지 
않았다. 계단이 잘 보이도록 조명이 충분하다.

22. 쉽고 안전하게 출입문 사용이 가능한가?

정의: 문을 잠그기 위해 굽히거나 과도하게 손을 뻗지 않아도 된다. 문을 열기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어 계단의 좁은 공간에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없다.

23. 집 주변 길이 잘 수리되어 있고, 방해물이 없는가?

정의: 보도 블럭이나 도로가 깨지거나 소실되지 않았고, 무성하게 자란 잡초, 길 위에 드리운 
나뭇가지, 정원 호스 등이 길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24. 사이즈가 잘 맞는 슬리퍼와 신발을 착용하는가?

정의: 자주 착용하는 신발이 굽이 낮고 미끄럼방지 밑창이 있어 안정적이고 잘 맞는다. 슬리퍼의 
경우 헤지지 않았고 발을 잘 잡아준다 .신발을 신지 않으면 '아니오'로 채점한다.  

25. 애완동물을 키우는 경우, 애완동물을 돌볼 때 몸을 굽히거나 넘어질 위험이 없는가?

정의: 애완동물= 집에서 책임지고 기르고 있는 동물을 일컫는다. 다음과 같은 경우 '네'라고 
채점한다. 애완동물이 사람의 발밑에서 점프를 하거나 맴돌 때 밥을 주지 않는다. 먹이를 주거나 
배설물을 치울 때 몸을 아래로 굽히지 않는다. 키우는 애완동물은 운동성이 많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