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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노인환자의 낙상 위험 요인과 낙상 지식 및 태도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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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처치가 필요하고, 5%는 골절을 경험하며, 낙상과 관련

론

된 상해로 입원한 노인의 50%는 1년 이내에 사망하게 된
다고 보고된 바 있다(Tinetti & Speechley, 1989),

1. 연구의 필요성

Fuller(2000)는 낙상은 사고로 인한 노인의 사망원인의
인구의 노령화 현상이 심해짐에 따라 노인의 건강문제

70%를 차지하고, 응급실을 방문하는 노인 환자의 24%가

가 중요시되면서, 특히 노인 낙상은 보건의료문제로 대두

낙상으로 인한 것이며 낙상은 노인의 이환율과 사망률의

되고 있다. 낙상 및 이에 동반되는 손상은 전 연령층에서

주요한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발생되나,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에서 많이 발생하며 연

이처럼 낙상은 의료기관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령이 높아질수록 낙상 발생률이 높아진다(이현숙, 1997).

사고의 하나이며, Huda와 Wise(1998)는 병원의 사건보

미국의 경우에는 해마다 65세 이상 노인의 약 30%가 낙

고 중 70-80%가 낙상관련이고 1년 동안 재원환자 중

상을 하고, 낙상을 경험한 약 50%의 노인이 재발을 경험

2-10%의 낙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국내의 한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Ruchinskas, 2003), 국내

조사보고서에도 병원의 환자 안전관리 관련 의료분쟁에서

연구에서도 60세이상 노인의 약 25-28%가 낙상을 경험

가장 많은 것이 낙상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소비자보호

한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수진, 2004).

원, 2006). 또한 낙상으로 인한 손상의 치료로 재원일수

특히 병원에 입원 중인 노인 환자의 경우, 1000명의

가 늘어날 뿐 아니라 검사나 수술로 인한 치료비용의 추가

환자 당 0.6-3.6명이 낙상을 경험하고 있으며(대한노인병

부담과 의료과실로 소송이 제기되는 가장 일반적인 원인의

학회, 2005), Miller(2002)는 노인환자의 경우에는 특징

하나가 되고 있다(Hendrich, Nyhuis, Koppenbrock, &

적인 질병유형과 더불어 노화과정에 따른 생리적 변화로

Soja, 1995). 입원 환자의 의료소송 중 낙상이 7%정도

인하여 다른 연령층의 입원환자보다 낙상위험이 10배나

를 차지하고 있으며, 낙상사고에 대한 책임은 주로 의료진

높아진다고 하였다. 노화과정에 있으면서 만성질환을 보유

에게 묻는 경향이 있으므로 의료진은 환자의 낙상 위험을

하고 있는 노인들은 낙상으로 인해 골다공증이나 보호반사

확인하고 낙상 위험 요인을 사정하여 적절한 중재를 제공

의 감소와 같은 생물학적 변화로 인해, 골절, 뇌손상 등의

하여야 한다(김철규, 2002).

신체상해를 쉽게 입게 된다(송경애, 문정순, 강성실과 최

이와 같이 낙상은 노인입원환자에게 흔히 발생될 수 있

정현, 2001). 낙상을 경험한 노인 중 50%에서는 여러

는 문제로 환자, 가족, 간호제공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간

가지 복합적인 건강문제가 야기되는데 이 중 10%는 의학

호의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 스스로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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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들면서 자주 넘어지는 것은 병이 아니다”라는 생각,

3) 종합병원에 입원한 노인환자의 일반적 특성과 낙상 위

낙상으로 인한 손상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

험 요인에 따른 낙상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파악한다.

보호시설로의 격리에 대한 염려 등으로 의료진이나 가족들
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의료진조차 노인 환자들

3. 용어 정의

을 대할 때 병력이나, 이학적 진찰 과정에서 낙상에 대해
1) 낙상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 적절히 평가․처치되지 못하기도 하

갑자기 비의도적인 자세변화로 인해 바닥이나 당시의

였다(대한노인병학회, 2005).
낙상은 불의의 사고라기보다는 예측과 예방이 가능한

몸의 위치보다 낮은 곳으로 넘어지거나 주저앉는 것을 말

건강문제로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유해 요인을

한다(Tideiksaar, 2001). 본 연구에서는 실신이나 경련

확인하여 교육을 통하여 사고발생을 막을 수 있다. 선행연

등의 원인을 불문하고 종합병원에 입원중인 환자가 미끄러

구에 따르면 노인 낙상의 3분의 2는 잠재적으로 예방이

짐, 넘어짐, 헛디딤, 어지러워 쓰러짐 또는 떨어진 경험을

가능하며, 낙상의 위험인자를 찾아내고 이에 대한 적절한

의미한다.

교정을 통해 고위험군의 낙상을 예방함으로써, 노인의 기
능장애가 감소하였다(Gill, William, & Tinetti, 2000).

2) 낙상 위험요인

이는 예방이 가능한 낙상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거듭 강

낙상위험요인이란 노인에게 낙상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노화에 따른 생리적 변화, 복용약물, 질환

조하는 내용이다.
낙상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낙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등 노인 스스로 가지고 있는 내적요인과 다양한 환경적 위

노인과 그의 가족 그리고 의료인들을 교육하는 일은 매우

험 모두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1년간의 낙상경험 여

중요하며, 낙상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향상시킬 수

부 및 빈도, 낙상 교육 여부, 낙상위험증상, 기동성, 보조

있는 효과적인 낙상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조

기 사용, 수액요법 여부와 사용 중인 의료기구와 복용중인

사가 필요하다.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약물, 주관적 낙상위험도 등을 의미한다.

도 지역사회나 요양시설, 병원을 중심으로 노인 낙상에 대
한 연구가 많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에서

Ⅱ. 연구 방법

시행된 낙상 연구의 대부분은 재가노인이나 요양기관에 있
는 노인환자들 대상으로 시행한 낙상관련 요인 및 낙상실

1. 연구 설계

태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특히 종합병원에 입원
종합병원에 입원해 있는 노인의 낙상에 대한 지식 및

한 급성기 노인을 대상으로 한 낙상에 대한 연구는 아직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종합병원에 입원한 노인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특성 및 낙상 위험 요인과 낙상에 대한

2. 연구 대상

지식과 태도를 파악함으로서 임상현장에 적합한 낙상 예방
본 연구는 서울 시내 C 대학병원에 2007년 4월부터 5

프로그램 개발 및 낙상 예방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월까지 정신과 병동과 중환자실을 제외한 병동에 입원한

하고자 함이다.

65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선정 기준에 따라 표
집한 1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 목적

1) 진단 받은 정신질환이나 인지장애가 없는 자
본 연구에서는 종합병원에 입원한 노인환자의 특성 및

2)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자

낙상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3)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설문참여에 동의한 자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종합병원에 입원한 노인환자의 낙상 위험 요인을 파악

3. 자료 수집 방법

한다.
본 연구는 C 대학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심

2) 종합병원에 입원한 노인환자의 낙상에 대한 지식과 태
도를 파악한다.

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 수행되었다. 조사당일 연구자가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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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방문하여 본 연구 선정기준에 적합하고 의사소통이

식, 낙상으로 인한 손상, 낙상에 대한 두려움, 낙상예방

가능한 노인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 및 과정을 설명

등 9문항으로 4점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도구개발

한 후 낙상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연구자가 문항을 읽어주

당시 Cronbach's α=0.75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고 응답을 대신 표기하는 방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α=0.65였다.

일반적 사항과 질병관련특성은 의무기록지를 이용하여 조
사하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Program 12.0K version을 이

4. 연구 도구

용하여 분석하였다.
1) 낙상 위험 요인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낙상 위험 요인, 낙상에 대한

낙상과 관련된 여러 문헌과 낙상 위험사정도구를 토대

지식 문항 정답률, 낙상태도 점수는 실수와 백분율과

로 최근 1년간의 낙상경험 여부 및 빈도, 낙상 교육 여부,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낙상위험증상, 기동성, 보조기 사용, 수액요법 여부와 사

2) 일반적 특성과 낙상 위험 요인에 따른 지식과 태도는

용 중인 의료기구와 복용중인 약물, 주관적 낙상위험도 등

t-test와 ANOVA, chi-square test를 이용하였고

에 관한 10문항의 조사지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낙상지식과 태도와의 상관관계와 낙상사정점수와 낙상
지식 및 태도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2) 낙상사정점수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낙상사정점수는 Morse 낙상사정도구(Morse Fall Scale)
(Morse, 1987)를 이용하였다. Morse 낙상사정도구는

Ⅲ. 연구 결과

임상에서 빠르고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최근 낙상경
험, 동반질환 유무, 보조기구 사용, IV/Heparin lock,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환관련 특성

걸음걸이 상태/이동, 정신상태의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은 0-125점 범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낙상위

본 연구에 참여한 노인환자 총 180명의 평균연령은

험이 높은 것을 의미하고, 51점 이상일 경우는 낙상고위험

71.4세였으며, 65-69세가 75명(41.7%)로 가장 많았다.

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내적 일관성 R=0.96이었다.

성별은 남자 89명(49.4%), 여자 91명(50.6%)이었다.
교육정도는 각각 고졸 55명(30.6%), 초졸 53명(29.4%),

3) 낙상에 대한 지식

중졸 29명(16.1%) 순이었다. 주 돌봄자는 배우자 77명

김철규(2002)가 개발한 간호사의 낙상에 대한 지식측

(42.8%) 자녀 55명(30.6%), 간병인 37명(20.6%) 순

정도구를 바탕으로 노인 간호학을 전공한 교수 1인, 간호

이었다. 흡연자가 37명(20.6%)이었으며 음주는 ‘마신다’

학 교수 1인, 노인전문병동 수간호사 1인, 종합병원 수간

가 28명(15.6%)이었다.

호사 1인, 간호사 1인의 자문을 받아 연구자가 수정보완

대상자의 질환관련 특성을 보면 주 진단명은 악성종양

하여 개발하였다. 설문지는 약물 복용, 관련 질환, 낙상

이 53명(29.4%)으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질환 30명

관련 요인, 낙상 경험, 우울, 낙상 결과 등 총 12개 문항

(16.7%), 뇌․신경계질환 25명(13.9%)순이었다. 유병

으로 구성하였고, ‘그렇다’, ‘아니다’로 대답하게 하였고 총

기간은 6개월 미만이 89명(49.4%), 3년 이상이 36명

12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낙상에 대한 지식점수가

(20.0%), 6개월부터 1년미만은 24명(13.3%)순이었다.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입원기간은 1일부터 5일까지가 110명(61.1%)으로 가장
많았다<표 1>.

4) 낙상에 대한 태도
김철규(2002)가 개발한 간호사의 낙상에 대한 지식측

2. 낙상 위험 요인의 특성

정도구를 바탕으로 노인 간호학을 전공한 교수 1인, 간호
학 교수 1인, 노인전문병동 수간호사 1인, 종합병원 수간

대상자의 낙상 위험 요인은 일반적 낙상 위험 요인, 질

호사 1인, 간호사 1인의 자문을 받아 연구자가 개발하였

병과 관련된 낙상 위험 요인, 낙상위험 신체증상과 대상자

다. 본 설문지는 낙상에 대한 관심도, 낙상결과에 대한 인

의 주관적 낙상위험도, Morse 낙상사정점수에 대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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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환관련 특성(N=180)
특
연

성

성
령

별

교육정도

주돌봄자

흡
음

연
주

유병기간

진 단 명*

동반질환
동반질환명‡

구
분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남자
여자
무학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배우자
자녀
간병인
기타
유
무
유
무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3년 미만
3년 이상
악성종양
근골격계질환
뇌신경계질환
심혈관질환
안질환
소화기질환
호흡기질환
신장질환
당뇨
기타
유
무
고혈압
근골격계질환
당뇨
심혈관질환
안질환
빈혈
비뇨기계질환
호흡기질환
정서장애
악성종양
만성신부전
기타

n
75
59
33
13
89
91
20
53
29
55
23
77
55
37
11
37
143
28
152
89
24
20
11
36
53
30
25
12
11
10
10
10
9
10
151
29
99
80
47
27
23
22
18
13
12
10
9
15

%
41.7
32.8
18.3
7.2
49.4
50.6
11.1
29.4
16.1
30.6
12.8
42.8
30.6
20.6
6.1
20.6
79.4
15.6
84.4
49.4
13.3
11.1
6.1
20.0
29.4
16.7
13.9
6.7
6.1
5.6
5.6
5.6
5.0
5.6
83.9
16.1
55.0
44.4
26.1
15.0
12.8
12.2
10.0
7.2
6.7
5.6
5.0
8.4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낙상 위험요인을 보면 낙상 교육을 받
았다고 대답한 대상자는 46명(25.6%)이었고, 낙상교육을
구두로 받은 경우가 30명(65.2%)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1년 이내에 낙상을 경험한 대상자는 76명(42.2%)이었으
며, 낙상 횟수는 1회 49명(64.5%), 2회 19명(25.0%)
순이었다. 기동성은 독립적 이동이 가능한 대상자가 79명
(43.9%)으로 가장 많았고, 보조기구나 한사람의 도움으
로 걷는 사람이 91명(50.5%)순이었다. 보조기구는 64명
(35.9%)이 사용하였고, 보조기구 종류로는 휠체어를 가
장 많이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질병과 관련된 낙상 위험 요인을 보면 121명
(67.2%)의 대상자가 수액투여 중이었고, 배액관은 24명
(13.3%)이 가지고 있었다. 대상자들은 평균 5.9개의 약
물을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10개 사이가 86명
(47.8%)으로 가장 많았다. 복용약물 종류로는 항고혈압
제가 87명(48.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항응고제
/항혈소판응집제 56명(31.1%), 당뇨병 치료제 48명
(26.7%),

진통제

47명(26.1%),

대변완화제

46명

(25.6%) 순 이었다
또한 대상자들은 평균 2.7개의 낙상위험 신체증상을 가
지고 있었고, 종류로는 수면장애를 76명(42.2%)으로 가
장 많이 가지고 있었고, 배뇨장애 73명(40.6%), 시력장
애 70명(38.9%), 통증 69명(38.3%) 순이었다. 대상자
가 주관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낙상위험도는 낮은 편 94명
(52.2%), 높은 편 50명(27.8%), 매우 낮은 편 28명
(15.6%), 매우 높은 편 8명(4.4%) 순이었다. 대상자들
의 Morse 낙상사정점수는 저위험도인 경우가 87명
(48.3%)으로 가장 많았고, 고위험도인 경우는 65명
(36.1%)이었다<표 2>.
<표 2> 대상자의 낙상위험 관련요인의 특성
특
성
낙상교육
교육자료*

낙상경험
(1년 이내)
낙상횟수*

* 진단명이 2개 이상인 경우 동반질환에 표시
‡“있음”으로 답한 대상자중의 비율임(n/151×100)

구
분
유
무
구두
유인물과 구두
유인물
유
무
1회
2회
3회
4회 이상

* 는“있음”으로 답한 대상자중의 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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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46
134
30
14
2
76
104
49
19
6
2

(N=180)
%
25.6
74.4
65.2
30.4
4.3
42.2
57.8
57.8
25.0
10.5
6.7

<표 2> 대상자의 낙상위험 관련요인의 특성 (계속)
특
성
기동성

구
분
독립적 이동가능
보조시 이동가능
와상
보조기구
유
무
보조기구
휠체어
종류*
지팡이
워커
네발지팡이
수액
유
무
배액관
유
무
주관적
매우 낮은 편
낙상위험도
낮은 편
높은 편
매우 높은 편
Morse Fall
No risk
Scale
Low risk
High risk
복용약물
0개
갯수
1-5개
6-10개
11개 이상
복용약물
항고혈압제
종류*‡
항응고제
당뇨병치료제
진통제
대변완화제
* 는“있음”으로 답한 대상자중의 비율임
‡는 중복응답 포함

n
79
91
10
64
116
36
15
8
6
121
59
24
156
28
94
50
8
28
87
65
8
75
86
11
87
56
48
47
46

%
43.9
50.5
5.6
35.6
64.4
55.4
23.1
12.3
9.2
67.2
32.8
13.3
86.7
15.6
52.2
27.8
4.4
15.6
48.3
36.1
4.4
41.7
47.8
6.1
48.3
31.1
26.7
26.1
25.6

특
성
복용약물
종류*‡

낙상관련
신체증상*‡

증상 개수*

구
분
이뇨제
심장질환제
호흡기질환제
말초순환개선제
비뇨기계질환제
수면제
항우울제
항전간제
항불안제
항파킨슨제
강심제
항정신병약
수면장애
배뇨장애
시력장애
통증
어지러움
청력장애
우울
전신쇠약
불안
마비
체위성저혈압
설사
0개
1-2개
3-4개
5개 이상

n
42
34
32
21
20
17
17
16
15
5
4
4
76
73
70
69
46
30
29
24
21
18
17
7
5
85
72
18

%
23.3
18.9
17.8
11.7
11.1
9.4
9.4
8.9
8.3
2.8
2.2
2.2
42.2
40.6
38.9
38.3
25.6
16.7
16.1
13.3
11.7
10.0
9.4
3.9
2.8
47.2
40.0
10.0

상의 위험성이 커진다’(85.6%)이었고, 가장 정답률이 낮

3. 낙상 지식

은 항목은 ‘혈압약은 낙상과 관련이 없다’(40.6%)이었다.
낙상관련 지식점수는 평균 7.75±2.00점이었다. 정답률

정답률이 낮은 항목으로는 ‘당뇨약은 낙상과 관련이 없다’

이 가장 높은 항목은 ‘가지고 있는 질병수가 많을수록 낙

(47.8%), ‘배뇨장애는 낙상의 위험요인이다’(49.4%),

<표 3> 대상자의 낙상 지식문항 정답률

(N=180)

문
항
가지고 있는 질병 수가 많을수록 낙상의 위험성이 커진다.
과거 낙상을 경험한 노인은 다시 낙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낙상은 노인의 사망률을 증가시킨다.
미끄러지는 것은 낙상이 아니다.
노인의 고관절 골절은 대부분 낙상에 의해 생긴다.
노년기에 경험하는 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낙상이다.
복용하는 약물 개수가 많을수록 낙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세 변경 시에 낙상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우울증과 낙상은 상관성이 없다.
배뇨장애는 낙상의 위험요인이다.
당뇨약은 낙상과 관련이 없다.
혈압약은 낙상과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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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154
140
138
138
126
123
107
97
89
89
86
73

%
85.6
77.8
76.7
76.7
70.0
68.3
59.4
53.9
49.4
49.4
47.8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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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과 낙상은 상관성이 없다’(49.4%), ‘자세변경 시에

5. 낙상 지식과 태도간의 상관관계

낙상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53.9%), ‘복용하는 약물
낙상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

개수가 많을수록 낙상이 발생하지 않는다’(59.4%)로 약물

었다(r=0.307, p=.000).

복용으로 인한 낙상의 위험성과 낙상과 관련된 질환과 증
상 등에 대한 항목의 정답율이 낮았다<표 3>.

6.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지식과 태도
4. 낙상에 대한 태도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낙상지식과 태도의 차이를 비교
낙상에 대한 노인환자의 태도는 최소값 1.89점, 최대값

한 결과, 연령, 흡연, 음주여부, 동반질환 유무에 따라 태

3.89점이었고, 평균은 2.88점±0.45점(4점 척도)이었다.

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지식에서는 학력에 따라서만

‘모든 노인은 낙상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차이를 보였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낙상 태도점수가 높아

(3.60±0.53), ‘낙상예방을 위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졌으나 80세 이상에서는 75-79세보다 태도점수가 낮았으

한다고 생각한다’(3.45±0.69), ‘낙상을 하면 심리적 손상

며 (p=.005), 흡연과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가 각각 태

이 크다’(3.21±0.82) 문항이 전체 평균보다 점수가 높았

도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p=.010, p=.018). 동반질환

다. 낙상 예방 및 낙상 주의에 대한 점수가 높은 반면에

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동반질환이 없는 대상자보다 태

낙상에 대한 관심(2.53±1.05)과 낙상에 대한 두려움

도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p=.029). 그러나 진단명에 따

(2.47±1.10)의 평균점수는 낮았다<표 4>.

라서는 차이가 없었고, 입원기간, 동반질환개수와 낙상 지
식과 태도사이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표 5>.

<표 4> 대상자의 낙상 태도 점수

(N=180)

항
목
모든 노인은 낙상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낙상예방을 위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낙상을 하면 심리적 손상이 크다고 생각한다.
낙상을 하면 신체적 손상이 크다고 생각한다.
나이가 들면 낙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낙상이 내 몸 상태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낙상에 대해 관심이 있다.
낙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병원에서 발생하는 낙상은 병원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평 균

Mean±SD
3.60±0.53
3.45±0.69
3.21±0.82
3.07±0.82
2.75±0.90
2.63±0.99
2.53±1.05
2.47±1.10
2.21±0.85
2.88±0.45

<표 5> 대상자의 특성 및 그에 따른 낙상 태도 및 지식
특

성

구

연

령

성

별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남자
여자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이상
배우자
자녀
간병인
기타

교육정도

주돌봄자

분

(N=180)
태도

M(SD)
2.78(0.44)
2.87(0.45)
3.04(0.45)
2.89(0.20)
2.81(0.30)
2.78(0.28)
2.79(0.30)
2.88(0.28)
2.79(0.27)
2.88(0.25)
2.85(0.32)
2.77(0.42)
2.91(0.46)
3.08(0.43)
2.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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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t/F/r(p)
3.512(.016)

0.658(.512)
0.944(.440)

0.366(.255)

M(SD)
7.77(2.14)
7.57(2.04)
8.24(1.62)
7.15(1.81)
7.59(2.01)
7.90(2.00)
7.50(1.96)
7.96(1.90)
8.13(2.01)
7.94(1.84)
6.52(2.33)
7.72(2.01)
7.70(2.05)
8.02(1.70)
7.18(2.99)

t/F/r(p)
1.198(.312)

-1.021(.309)
2.895(.024)

0.535(.659)

<표 5> 대상자의 특성 및 그에 따른 낙상 태도 및 지식(계속)
특

성

구

흡

연

음

주

피우지 않음
피움
마시지 않음
마심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3년 미만
3년 이상
악성종양
근골격계질환
뇌신경계질환
심혈관질환
안질환
소화기질환
호흡기질환
신장질환
당뇨
기타
유
무

유병기간

진 단 명*

동반질환

분

(N=180)
태도

M(SD)
2.83(0.29)
2.70(0.31)
2.86(0.29)
2.80(0.24)
2.87(0.47)
2.90(0.38)
2.91(0.43)
2.55(0.49)
2.96(0.41)
2.82(0.43)
3.01(0.44)
2.80(0.47)
2.80(0.44)
2.97(0.40)
2.68(0.38)
2.85(0.29)
2.98(0.57)
3.16(0.45)
2.87(0.55)
2.91(0.45)
2.71(0.43)

지식
t/F/r(p)
2.256(.025)
2.391(.018)
1.809(.129)

1.218(.287)

2.199(.029)

동반질환갯수*‡
* 는“있음”으로 답한 대상자만 대상으로 함
‡ 상관관계분석(Pearson correlation)

M(SD)
7.87(2.01)
7.27(1.95)
7.80(2.00)
7.46(2.02)
7.86(2.03)
7.62(2.24)
7.75(1.77)
7.63(2.50)
7.58(1.82)
7.84(1.99)
7.73(1.81)
6.92(1.86)
7.25(2.13)
8.18(2.48)
8.80(1.93)
8.20(2.29)
8.10(2.02)
7.77(1.56)
7.60(2.31)
7.86(1.89)
7.17(2.46)

0.284(.179)

t/F/r(p)
1.638(.103)
0.891(.414)
0.164(.956)

1.030(.418)

1.700(.091)
0.110(.179)

는 대상자에 비해 태도점수가 높았으며, 불안을 가지고 있

7. 연구대상자의 낙상 위험 요인에 따른 낙상 태도
및 지식

는 대상자가 없는 대상자에 비해 지식이 유의하게 높았다.
복용약물 개수와 낙상위험 신체증상 갯수는 낙상 태도와

낙상경험과 기동성, 보조기구 사용여부, 주관적 낙상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복용약물 개수가 많을

험도에 따라 낙상 태도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수록, 낙상위험증상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낙상태도 점

낙상지식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복용약물중 이뇨제, 항

수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p=.005, p=.000). Morse

우울제, 항불안제, 강심제를 복용여부에 따라 낙상 태도에

낙상사정점수에 따른 차이를 비교한 결과 낙상지식은 유의

차이가 있었다. 낙상위험 신체증상 중에서는 수면장애와

한 차이가 없었고, 낙상태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우울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각각 수면장애와 불안이 없

(p=.007)<표 6>.

<표 6> 대상자의 낙상위험 관련요인과 그에 따른 지식 및 태도와의 관계
특

성

낙상교육
교육자료*

낙상경험(1년 이내)
낙상횟수*

구

분

유
무
구두
유인물과 구두
유인물
유
무
1회
2회
3회
4회 이상

(N=180)

태도
M(SD)
2.86(0.48)
2.88(0.44)
3.00(0.31)
2.87(0.28)
2.69(0.26)
3.04(0.43)
2.77(0.43)
2.99(0.43)
3.08(0.43)
3.24(0.45)
3.2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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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p)
-0.259(.796)
2.596(.086)

4.121(.000)
0.811(.492)

지식
M(SD)
7.89(1.86)
7.70(2.05)
9.00(2.82)
7.96(1.69)
7.57(2.17)
7.82(1.71)
7.69(2.20)
7.95(1.67)
7.31(1.00)
8.66(3.14)
7.00(2.82)

t/F(p)
0.552(.582)
0.573(.568)

0.450(.653)
1.309(.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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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대상자의 낙상위험 관련요인과 그에 따른 지식 및 태도와의 관계(계속)
특

성

기동성

보조기구
복용약물종류*

구

분

독립적 이동가능
보조시 이동가능
와상
유
무
고혈압제
항응고제
당뇨약
진통제
대변완화제
이뇨제
심장질환제
호흡기질환제
말초순환개선제
비뇨기계질환제
수면제
항우울제
항전간제
항불안제
항파킨슨제
강심제
항정신병약

복용약물 갯수‡
낙상관련
신체증상*

수면장애
배뇨장애
시력장애
통증
어지러움
청력장애

(N=180)

태도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M(SD)
2.72(0.44)
3.01(0.42)
3.02(0.41)
3.02(0.42)
2.80(0.45)
2.92(0.47)
2.84(0.43)
2.94(0.46)
2.85(0.44)
2.93(0.42)
2.86(0.46)
2.93(0.50)
2.86(0.43)
2.90(0.46)
2.87(0.45)
3.01(0.48)
2.84(0.44)
2.87(0.44)
2.88(0.45)
2.87(0.37)
2.88(0.46)
2.91(0.39)
2.88(0.46)
2.88(0.48)
2.88(0.45)
3.08(0.36)
2.86(0.45)
3.09(0.41)
2.86(0.45)
3.06(0.36)
2.86(0.45)
3.20(0.43)
2.85(0.44)
3.06(0.34)
2.87(0.45)
3.33(0.32)
2.87(0.45)
3.05(0.34)
2.88(0.45)
2.97(0.43)
2.81(0.45)
2.89(0.48)
2.87(0.43)
2.95(0.46)
2.84(0.44)
2.93(0.43)
2.85(0.46)
2.98(0.40)
2.84(0.46)
3.02(0.40)
2.8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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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p)
9.987(.000)

3.182(.002)
-1.109(.269)
-1.150(.252)
-0.860(.391)
-0.864(.389)
-0.325(.746)
-2.072(.040)
0.078(.938)
0.179(.858)
-0.330(.742)
-0.045(.964)
-1.926(.056)
-2.055(.041)
-1.650(.101)
-2.866(.005)
-0.909(.365)
-2.016(.045)
-0.761(.448)
0.211(.005)
-2.431(.016)
-0.365(.716)
-1.567(.119)
-1.152(.251)
-1.800(.074)
-1.830(.069)

지식
M(SD)
7.82(2.05)
7.70(2.05)
7.60(1.17)
7.59(2.04)
7.83(1.99)
7.75(2.04)
7.74(1.98)
7.64(2.09)
7.79(2.09)
7.91(1.89)
7.68(2.04)
7.72(2.16)
7.75(1.95)
7.69(1.71)
7.76(2.10)
8.14(1.80)
7.63(2.05)
7.44(1.97)
7.82(2.01)
7.81(1.97)
7.73(2.02)
7.76(1.81)
7.74(2.03)
7.75(1.77)
7.75(2.04)
7.70(1.89)
7.75(2.02)
7.70(1.89)
7.75(2.02)
7.06(1.69)
7.81(1.69)
8.40(1.88)
7.69(2.01)
6.40(1.51)
7.78(2.01)
8.25(2.21)
7.73(2.00)
7.25(1.25)
7.76(2.02)
7.86(1.81)
7.66(2.14)
7.57(1.84)
7.86(2.11)
7.75(1.97)
7.74(2.03)
7.60(1.70)
7.83(2.17)
7.95(2.05)
7.67(1.99)
7.96(1.71)
7.70(2.06)

t/F(p)
0.103(.902)

-0.775(.440)
-0.056(.956)
0.480(.632)
-0.670(.503)
0.105(.916)
0.212(.832)
-2.607(.040)
0.996(.321)
-0.194(.847)
-0.029(.977)
0.000(1.000)
0.095(.924)
0.095(.924)
1.439(.152)
-1.312(.191)
1.530(.128)
-0.503(.616)
0.503(.616)
-0.071(.341)
-0.675(.500)
0.964(.337)
-0.038(.970)
0.743(.458)
-0.808(.420)
-0.646(.519)

<표 6> 대상자의 낙상위험 관련요인과 그에 따른 지식 및 태도와의 관계(계속)
특

성

낙상관련
신체증상*

구

분

우울
전신쇠약
불안
마비
체위성저혈압
설사

증상 개수*‡
주관적
낙상위험도

매우 낮은 편
낮은 편
높은 편
매우 높은 편
Morse Fall
No risk
Scale
Low risk
High risk
* 는“있음”으로 답한 대상자만 대상으로 함.
‡ 상관관계분석(Pearson correlation)

Ⅴ. 논

(N=180)

태도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M(SD)
3.04(0.42)
2.85(0.45)
2.86(0.46)
3.03(0.35)
2.93(0.42)
2.87(0.45)
3.03(0.43)
2.86(0.45)
3.02(0.47)
2.86(0.45)
2.92(0.44)
2.88(0.45)
2.47(0.38)
2.82(0.39)
3.13(0.36)
3.41(0.39)
2.64(0.41)
2.90(0.47)
2.95(0.40)

t/F(p)
-2.110(.036)
-1.722(.087)
-0.557(.579)
-1.507(.134)
-1.354(.178)
-0.214(.831)
0.334(.000)
23.190(.000)

5.172(.007)

지식
M(SD)
7.62(1.87)
7.77(2.03)
8.08(1.69)
7.69(2.05)
8.66(1.90)
7.62(1.99)
7.88(1.71)
7.73(2.04)
8.23(2.10)
7.69(1.99)
8.00(2.08)
7.73(2.01)
7.28(2.40)
7.56(1.87)
8.22(1.88)
8.62(2.32)
7.71(2.03)
7.80(2.22)
7.69(1.69)

t/F(p)
0.378(.706)
-0.873(.384)
-2.251(.026)
-0.309(.758)
-1.047(.296)
-0.335(.738)
0.074(.326)
2.233(.086)

0.063(.939)

상자인 종합병원에 입원한 노인환자들이 질환의 중증도가

의

높아 낙상의 내적위험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병원에 입원한 노인환자는 노화과정에 따른 생리적 변

많이 포함되어서인 것으로 사료된다.

화 및 질환으로 인하여 다른 연령층의 환자보다 낙상 위험

본 연구대상자들은 평균 5.8개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

이 높으며, 낙상으로 인한 피해도 크다. 낙상은 예방이 가

다. 이는 Rubenstein, Josephson과 Robbins (1990)

능한 사고로 간주되고 있으며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낙상

가 낙상위험요인으로 제시한 4가지 이상의 약물복용보다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검증과 낙상사정도구 개발 및 검증

많으며, 종합병원에서 낙상을 경험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낙

한 김철규(2002)의 2.1개, 낙상으로 입원한 노인을 대상

상 예방 프로그램 및 낙상사정도구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

으로 한 유명숙(2006)이 보고한 3.18개보다 많았다. 이

시하고자 종합병원에 입원한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낙상 위

는 종합병원에 입원한 노인들이 대부분 많은 약물을 복용

험 요인, 낙상 지식과 태도를 파악하고 관련요인에 따른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질환으로 입

지식과 태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원한 경우가 대다수인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더 많은 수의

본 연구결과 종합병원에 입원한 노인환자중 최근 1년

약물을 복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내에 낙상을 경험한 대상자들은 42.2%였다. 이는 재가

선행연구에서 낙상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종류로는 항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박영혜(2004)의 51.8%보다는 낮았

혈압제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당뇨약, 하제. 이뇨제,

으나, 재가 노인의 28.5%(김수진, 2004), 시설노인을

심장약, 최면진정제, 진통제, 항전간제 등을 보고하고 있

대상으로 한 김민정, 조한규, 선원, 김성원과 조홍준의 연

다(Tinetti & Speechly, 1989; Rubenstein et al.,

구(1999)에서 보고한 30.3%보다는 높았으며, 국외 연구

1990; 김철규, 2002; 유명숙, 2006). 본 연구에서도 대

에서는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낙상발생률

상자들이 가장 많이 복용하고 있었던 약물은 항고혈압제였

21.3%(Rekeneire, Visser, & Pelia, 2003), Chu,

으며 그 다음이 항응고제, 당뇨병 치료제, 진통제, 대변완

Chi와 Chiu (2005)의 연구에서 보고한 19.3%보다 높

화제, 이뇨제, 심장질환제, 호흡기질환제 등의 순으로, 대

았다. 이렇게 낙상 경험이 높게 나타난 것은 본 연구의 대

다수의 노인 입원환자들은 낙상 위험을 증가시키는 약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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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복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약물들은 저혈

험요인, 예방행위에 대한 지식이 환자의 행위와 이행도에

압, 저혈당 등으로 인한 어지러움을 유발하고 정신 혼돈과

영향을 미친다는 Braun (1998), Burke-Doe, Hudson,

근육 약화를 일으키므로 낙상위험약물은 중요한 낙상위험

Werth와 Riordan (200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들에게 이러한 약물을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낙상 지식 정도는 12점 만점

투여할 때 낙상에 대한 경고나 주의를 주는 간호활동이 필

에, 평균 7.75±2.00점이었다. 이중 낙상의 위험성을 묻

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낙상지식에서 낙상위험약물

는 항목에 대해서는 정답율이 높았으나 약물과 낙상과의

항목이 정답율이 낮게 나타나 더더욱 노인환자의 개별적인

관련성을 묻는 항목은 전부 평균 이하의 정답률을 보였고,

교육이 필요함을 제시할 수 있다.

내적 위험요인인 배뇨장애와 우울과 관련된 항목 또한 정답

본 연구에서 입원하게 된 진단명을 보면 악성종양이 가

률이 낮았다. 이는 파킨슨환자를 대상으로 한 Sadowski,

장 많고(29.4%) 근골격계질환(16.7%), 뇌신경계 질환

Jones, Gordon과 Feeny (2007), 입원노인환자를 대상

(13.9%)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외에 동반질환을 가

으로 한 김민영(2008), 간호사의 낙상 지식과 태도를 조

지고 있는 노인환자가 83.9%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는데,

사한 김철규(2002), 서옥임(2008)의 연구에서 보고된 것

이는 종합병원에 입원한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한 박우성

처럼 낙상 발생이 빈번한 질환, 낙상위험약물에 대해 잘

(2002)의 연구에서 보고한 77.9%와 유사하다. 특히 많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대상자의 경우

은 연구에서 편측마비, 뇌경색, 치매, 심장질환 등은 낙상

낙상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위험요인에 대

위험을 높이는 질환으로 나타나고 있으며(Tinetti &

해서는 지식이 부족하며, 특히 대상자나 간호제공자 모두

Speechly, 1989; Ruchinskas, 2003; 정영미, 이성은

지식이 낮은 항목도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낙상을

과 정길수, 2006; 김은경, 이재창과 엄미란, 2008), 본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낙상에 대한 획

연구에서도 이러한 낙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질환을 가진

일적인 설명보다는 대상자의 질환과 약물 등의 낙상위험요

노인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복용약물과 낙상

인에 따른 개별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일차교육자인

위험질환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종합병원에 입원

간호사에게 철저한 낙상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한 노인들은 복용하는 약물 개수가 많고 대다수가 동반질

특히 본 연구대상자 총 180명 중 낙상교육을 받았다고

환을 가지고 있어 항상 낙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대답한 대상자는 46명(25.6%)으로 낙상예방교육이 일반

수 있다.

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

본 연구에서 나타난 Morse 낙상사정점수를 보면 고위

구에서 입원 시에 제공되는 낙상 교육 유무와 낙상지식정

험군이 36.1%로 나타났으나 주관적 낙상위험도를 보면

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신경림, 신

낮은 편이 67.8%로 높게 나타나 환자 스스로는 낙상위험

수진, 김정선과 김진영(2005), Deery, Day와 Fildes

에 대해 낮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민

(2000)가 낙상 예방 교육후 낙상예방에 대한 태도, 지식,

영(200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며, 이는 환자 스스로가

행위를 조사한 결과 지식점수가 증가하고 예방행위가 증가

낙상에 대한 위험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이나 중재가

했다는 보고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입

필요함을 시사한다.

원시 일반환자 또는 낙상고위험군 환자에게 제공되는 낙상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낙상 태도는 4점 만점에 평균

교육내용이 미흡한 수준이고, 반복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

2.88±0.45점이었다. 낙상태도는 동반질환, 낙상경험, 우

지 않아 환자가 낙상예방교육을 받았다고 인식하기에는 부

울이 있는 경우,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기동성이 떨

족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위의 결과는 지금까지 입원 시

어지는 경우 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낙상위험 신체

에 제공되는 낙상교육이 비효율적이었음을 암시하며, 권인

증상 개수 그리고 복용약물 개수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

각과 김경희(2007)는 낙상 예방교육이 보다 효율적으로

계를 보였다. 또한 주관적 낙상위험도와 Morse 낙상사정

시행되기 위해서는 획일적 교육보다는 대상자의 발달단계

점수가 높아질수록 낙상태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고 낙상

상의 특성이 고려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

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성을 제기하였고, 신경림 등(2005)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이는 낙상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낙상에 대한 관심이 높

교육에서는 단순명료한 지식을 단기적으로 반복해서 조직

고 낙상의 위험성에 대해 더 많이 인지하고 있고, 낙상에

화하는 것이 지속적인 교육의 효과를 유지하는데 중요하다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낙상예방 행동에 대해 적극적인 태

고 하였다.

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질환이나 낙상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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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자들의 제언과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볼 때,

종합병원에 입원한 노인 환자들은 대체적으로 낙상 위험

많았으며, 낙상위험 신체증상은 평균 2.7개 가지고 있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 환자들

었고, 수면장애(42.2%)를 가장 많이 호소하였다. Morse

에 대한 낙상 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상을 예

낙상사정점수에서 고위험군이 36.1%이었으나 주관적

방하기 위해서는 낙상 태도 개선 및 낙상 지식의 향상이

낙상위험도는 낮은 편이 67.8%이었다.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낙상예방에 대한 자세하고 체계

3. 낙상 태도는 4점 척도에 평균이 2.88±0.45점이었고,

적인 교육을 간호사들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간호사들이 효

낙상 지식은 12점 만점에 평균 7.75±2.00점이었으

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낙상 예방 교육프로

며, 정답율이 낮은 항목은 낙상 위험 약물, 낙상과 관

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련된 질환과 증상 등의 항목으로 나타났다.
4. 낙상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
었다(r=0.307, p=.000).

Ⅵ. 결론 및 제언

5. 대상자의 특성 및 낙상 위험 요인에 따른 낙상 지식과
본 연구는 종합병원 낙상 예방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태도의 차이에서 태도는 연령, 동반질환, 낙상경험, 기

제공하기 위해 낙상 예방행위의 기본이 되는 낙상 지식과

동성, 보조기구 사용과 우울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대상자는 2007년 4

를 보였고, 낙상태도와 낙상위험 신체증상 개수(r=

월 23일-5월 27일까지 서울 시내에 소재한 일 종합병원

0.334, p=.000) 그리고 복용약물 개수(r=0.211,

에 입원한 65세 이상 노인 180명이었으며, 연구자가 대

p=.005)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주관적 낙상위

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대상자의 의무기록과 직접 면담을

험도와 Morse fall scale의 점수가 높아질수록 낙상태

통해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연구도구는 총 45문항으로,

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한편 낙상 지식은 학력 정

일반적 특성, 낙상 위험 요인, 낙상 태도와 낙상 지식을

도와 이뇨제 복용과 불안 유무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SPSS 12.0K 프로그램을 이

이를 보였다.

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낙상
위험 요인, 낙상에 대한 지식, 낙상태도 점수는 실수와 백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볼 때, 종합병원에 입원한 노인

분율과 평균 표준편차로, 변수간의 관계는 t-test와 Chi-

환자들은 낙상 위험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나 환자 스

square test, Pearson Correlation 분석방법을 이용하

스로의 낙상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으며, 현재 이루어지고

였다.

있는 낙상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낙상예방
에 대한 개별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환자와 간호사들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낙상 환자뿐 아니라 일반노인환자에게도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에서 평균연령은 71.4세였으며, 65-69세

낙상예방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1.7%)가 가장 많았고, 성별에서는 남자 49.4%,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여자 50.6%이었다. 교육정도에서는 고졸(30.6%)이

한다.

가장 많았고, 주 돌봄자는 각각 배우자(42.8%)가 가

1. 종합병원에 입원한 노인의 위험요인을 정확히 사정할
수 있는 낙상사정도구 개발과 검증이 필요하다.

장 많았다. 질환관련특성으로 주 진단명은 악성종양이
(29.4%) 가장 많았고, 동반질환을 가진 대상자는

2. 본 연구에서 사용된 낙상태도 측정도구의 경우 신뢰도

83.9%이었으며, 동반질환의 종류로 고혈압(55.0%)

값이 다소 낮아 좀 더 보완된 도구를 통해 낙상 태도,

이 가장 많았다.

지식과 낙상예방행위와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 낙상 위험 요인에서 입원 중 낙상에 대한 교육을 받았
다고 대답한 경우는 25.6%로 낮았으며, 교육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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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of falls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number of medications being taken. Attitude
towards falls increased with self-perceived risk of
fall

and

score

on

the

Morse

Fall

Scale.

education level, and anxiety. Conclusion: The
stud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s

revealed

that

elderly

inpatients

impact on attitude toward falls.

falls among elderly inpatients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development of fall prevention
programs. Method: From April to May 2007, 180
elders who were hospitalized in a general hospital
in Seoul were interviewed with a structured
questionnaire about risk factors, attitude and

had

increased risk factors for falls. These factors may

∙ Correspondence to: Kim, Hee Jung
Catholic Institute of Cell Therapy, Catholic Medical
Center,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505, Banpo-dong, Seocho-gu, Seoul 137-701, Korea
Tel: 82-2-2258-8271 Fax: 82-2-2258-8273
E-mail: evange@catholic.ac.kr

* Catholic Institute of Cell Therapy, Catholic Medical Center,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