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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경험이 노인의 균형능력과 시지각능력에 미치는 영향
김정기, 김한수, 박수정
대구보건대학교 작업치료과

The Balance Abilities and Visual Perceptual Abilities of Elderly Who Experience Falls
Kim, Jeong-Ki · Kim, Han-Soo · Park, Su-Jong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Daegu Health College, Daegu, Korea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balance abilities and visual perceptual abilities of elderly who experience falls. First a cognitive test
was conducted on 72 elderly people who were 60 years old or older at a Senior Welfare Center in ‘D’ city to insure that they were mentally fit. Then the
elderly test subjec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ones who experience falls and ones who do not experience falls. A visual perceptual ability test
(MVPT-3) and a balance ability test (Berg Balance Test) were conducted on both groups. The group who does not experience falls showed higher
results in both visual perceptual abilities and balance abilities, than the group who experiences falls. The Berg balance scale and the MVPT-3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p<0.01) when comparing the gender, age, balance ability, and visual perceptual ability of those that experience
falls with those that do no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negative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experience with falls and balance abilities and
visual perceptual abilities. As the age of the elderly increased so did the number of them who experience falls. Also their balance abilities and visual
perceptual abilities decrease, limiting their daily activities and cognitiv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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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면서 신체적, 정신적 요인에서 다양한 변화를 보이며 특히 시

서 론

선조절능력 저하나 자세 불안정으로 인한 신체 균형조절능력 장애
의료기술의 발달과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노인의 평균수명이 증가

등으로 인해 낙상 위험요인은 증가하게 된다(Gauchard et al., 2003).

하면서 전체 인구대비 고령자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5

균형감각은 신체를 평행상태로 유지시키는 능력이며 일상생활활

년 통계청 조사에서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1%로 10년 전보

동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수행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O’Sullivan,

다 약 200만 명 증가한 662만 명으로 조사되었고, 2026년에는 20.8%로

1994; Umphred, 1995) 노인들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각기능의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고 2060년에는 40%대까지 늘어날 것을 전

손상, 자세 유지에 관련된 중추신경계통의 연합기능저하, 그리고 관

망하고 있다(통계청, 2015). 노화과정에서 일상생활활동에 미치는 요

절의 유연성 저하로 인해 균형 문제가 증가하게 된다(김현주 등,

인 중에서 낙상은 갑작스럽게 자세의 변화로 인해 넘어지거나 주저

2004). 낙상은 나이, 질병 및 환경 등의 위험요소와 밀접한 상관관계

앉아 활동에 제한을 보이는 패턴을 가진다(Hoyer et al., 2005). 외국의

를 가지므로 균형감각과 기동력의 저하로 낙상의 위험은 증가한다

경우 65세 이상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30%가 한번 이상의 낙상을 경

(Unsworth & Mode, 2003). 또한 낙상은 노인의 유병율과 사망률에 영

험하며, 시설 거주 노인의 50%가 낙상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향을 미쳐 낙상을 경험한 노인의 경우 신체활동이 감소하게 된다

(Kannus et al., 2005). 우리나라 노인의 낙상 발생률은 60세 이후 점차

(Kressig et al., 2001). 특히 경미한 낙상 시에도 노인의 경우 신체에 심

로 증가하여 70세 이상 35%, 75세 이상 32-42%, 80세 이상은 약 50%가

각한 손상을 초래하고 일상생활활동과 생명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

낙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대한노인병학회, 2005). 노화가

다(송경애 등, 2001). 낙상을 경험한 노인군의 인지기능은 낙상을 경험
하지 않는 노인군의 인지기능 보다 높아 낙상을 경험한 노인군의 인
지기능이 점차 저하되므로 인지기능이 낙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신저자: 김정기
41453 대구광역시 북구 영송로 15, 대구보건대학교 작업치료과
Tel: +82-53-320-1803 Fax: +82-53-320-1810 E-mail: jkkim@dhc.ac.kr
접수일: 2016년 12월 3일 게재승인일: 2016년 12월 19일

것으로 보고되었다(Ruchinskas, 2003). 따라서 노인의 균형능력 측정
은 주어진 환경에서 노인들이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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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신체적 안정성과 더불어 시지각 능력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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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점수를 교정하였다.

한 중요하다(이해진, 2014).
시지각기능은 사물을 볼 때 시각 자극에 대한 정보를 받아 이전 기

2) 시지각능력 검사도구(Motor-Free Visual Perception Test 3,

억을 바탕으로 전체의 형태를 파악하는 것이다(김정오, 1972). 특히 시

MVPT-3)

각을 통한 공간인지는 균형조절에 큰 역할을 하며, 운동 시 신체의 위

MVPT-3은 운동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시지각능력을 평가하

치나 운동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공간상에서의

는 도구이다. 각 세부영역은 시각적 구별(visual discrimination), 형태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한다(송주민, 1994; Taylor, 1990). 또한 시각기능

항상성(form constancy), 시각 단기기억1 (visual short term memory1),

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저하되거나 손상되어, 노인의 경우 시각의 심

시각 연속성1 (visual closure1), 공간 지남력(spatial orientation), 전정 배

각한 손상 없이 시지각능력과 정확성 감소만으로도 다른 요소들과

경(figure ground), 시각연속성2 (visual closure2), 시각 단기기억2 (visual

결합하면 낙상이 증가될 수 있다. 또한 노인들의 시지각능력은 균형감

short term memory2)로 구성되어 있다. 총 항목은 65개로 10세까지는

각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시지각능력은 노인들의 균형능

1-40항목만 실시하고, 11세 이상에서는 14-65까지의 항목을 실시한

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장용수 등, 2011).

다. 본 연구는 6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총 52개의

앞선 연구에서 균형능력과 낙상의 관련성, 시지각능력과 낙상의 관

항목을 사용하였다(이혜선, 2010).

련성 및 시지각능력과 균형능력의 상관관계 등의 다양한 연구는 있지
만, 낙상과 관련하여 시지각능력과 균형능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

3) 버그균형척도(Berg Balance Scale, BBS)

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낙상 경험자

버그균형척도는 기능적 균형 검사도구로서 자세유지능력, 자발적

와 비경험자의 시지각능력 및 균형능력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운동조절능력, 외부요인에 대한 반사능력에 대한 균형을 평가한다
(Straube et al., 2013). 이 평가도구는 14개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

연구 방법

으며 항목에 대한 총합은 5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균형능력이 높
다(Berg et al., 1995). 측정자내 신뢰도와 측정자 간 신뢰도가 각각

1. 연구대상

r= .99, r= .98로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가지고 있다(Berg et al., 1995).

본 연구는 2015년 5월 D광역시 소재 노인복지관을 다니는 60-88세
노인 9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다. 연구조사는 시작하기 전에 연

3. 분석방법

구전반에 대한 설명을 통해 개별적으로 사전 동의를 얻어 진행하였

수집된 자료는 SPSS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

다. 노인들은 MMSE-K 검사를 통해 점수가 24점 이상인 대상자를 선

으로 분석 및 처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균형능력 및

별하고 Motor free Visual Perception Test-3와 Berg Balance Scale을 수행

시지각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이용하였고, 낙상여부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사전 조사에서 낙상경험유무에 대한 설문조

따른 성별, 연령, 균형능력 및 시지각능력을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사를 통해 낙상 비경험군과 낙상 경험군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조

t-검정을 실시하였다. 낙상, 균형능력 및 시지각능력의 상관관계를 알

사과정에서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거나 설문조사를 완전히 마치지 못

아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계수를 이용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성 검정

한 18명을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을 위한 유의수준 α는 .05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2. 연구도구
1) 한국형 간이정신상태 검사(Mini-Mental Status Examination-Korea,
MMSE-K)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MMSE-K는 Folstein (1975) 등의 MMSE 원래 문항을 권용철과 박종

노인 72명의 낙상여부 설문 결과는 낙상 비경험군이 42명으로 낙

환(1989)이 우리말로 번안하여 표준화한 것을 노인이나 뇌손상 환자

상 경험군 30명보다 더 많았고, 연령분포는 최저 60세, 최고 88세이었

의 인지 손상을 판별하고 평가하는데 유용한 도구로서 널리 사용되

고, 평균 연령은 낙상 경험군은 약 76세, 낙상 비경험군은 약 74세이었

어서 이 연구에 선택하였다. MMSE-K는 우리나라 노인 중 글을 모르

다. 남녀 비율은 낙상 경험군이 남자 47%, 여자 53%이었고, 낙상 비경

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읽기 문항을 제외하고 이해 및 판

험군은 남자 62%, 여자 38%로 두 집단에서 낙상 경험은 여성의 비율

단 문항을 새로이 추가 개정한 것이다. 총점이 30점으로 교육유무에

이 높았다(Table 1).

68

한국보건기초의학회지 2016년 12월 / 제9권 제2호

김정기 외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
(n= participant number)
Falling Status
Gender

Fall non-experienced
group (n= 42)

Fall experienced group
(n= 30)

Age
Age

Male
(n= 26)

Female
(n= 16)

Male
(n= 16)

Female
(n= 14)

60-69
70-79
80-89

2
15
9

9
4
3

6
4
6

3
5
6

Table 2. Visual perceptual abilities and balance abilities according to
falling status
Falling status
Evaluation
MVPT-3
BBS

Falls non-experienced
group Means± S.D.

Falls experienced group
Means± S.D.

50.00± 5.31
53.57± 2.61

44.77± 5.30
49.10± 7.19

Table 4. Correlation between Falls and Berg Balance Scale

BBS
Falls

BBS

Falls

1
-.405**

1

**p < 0.01. BBS, Berg Balance Scale.

Table 5. Correlation between Falls and Visual perceptual abilities

MVPT-3
Falls

MVPT-3

Falls

1
-.442**

1

**p < 0.01. MVPT-3, Motor-free Visual Perception Test-3.

Table 6. Correlation between Berg Balance Scale and Visual perceptual
abilities
BBS

MVPT-3

1
.481**

1

MVPT-3, Motor-free Visual Perception Test-3; BBS, Berg Balance Scale.

BBS
MVPT-3

Table 3. Comparison of Gender, Age, BBS, and MVPT-3 According to
Falling Status

**p < 0.01. BBS, Berg Balance Scale; MVPT-3, Motor-free Visual Perception Test-3.

Falling status
Gender
Age
BBS
MVPT-3

FNE group
FE group
FNE group
FE group
FNE group
FE group
FNE group
FE group

N

Mean± S.D.

t

42
30
42
30
42
30
42
30

1.38± 0.49
1.47± 0.51
74.40± 7.00
75.53± 8.63
53.57± 2.62
49.10± 7.19
50.00± 5.32
44.77± 5.30

-0.720
-0.612
3.710
4.123

p

Table 7. Correlation Between Falls and Bug Balance Scale and Visual
perceptual Abilities

0.474
0.543
0.000**
0.003**

FNE, Fall non-experienced; FE, Fall experienced; MVPT-3, Motor-free Visual Perception Test-3; BBS, Berg Balance Scale.

Falls
BBS
MVPT-3

Falls

BBS

MVPT-3

1
-.405**
-.442**

1
.481**

1

**p < 0.01. BBS, Berg Balance Scale; MVPT-3, Motor-free Visual Perception Test-3.

결과 두 검사 점수 간의 상관계수가 r= -.405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
타냈다(Table 4).

2. 연구 대상자의 시지각능력과 균형능력 검사

시지각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MVPT-3를 실시한 결과, 낙상 비경험

5. 낙상과 시지각능력의 상관관계

군이 50.00± 5.31이고, 낙상 경험군이 44.77± 5.30으로 나타났다. 균형능

연구대상자의 낙상유무와 시지각능력 검사인 MVPT-3 점수사이

력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인 버그균형척도(BBS)의 점수는 낙상 비경험

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Table 5와 같이 피어슨 상관계수를 구

군이 53.57± 2.61, 낙상 경험군이 49.10±7.19으로 나타났으며, 시지각과

하였다. 그 결과 두 검사 점수 간의 상관계수가 r= -.442로 통계적으로

균형능력에서 낙상 비경험군이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Table 2).

유의하였다(Table 5).

3. 낙상여부에 따른 성별, 연령, 균형능력 및 시지각능력의 비교

6. 균형능력과 시지각능력과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낙성여부에 따른 성별, 연령, 균형능력 및 시지각능력

연구대상자의 버그균형척도(BBS)와 시지각능력 검사인 MVPT-3

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낙상여부에 따른 균

점수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Table 6과 같이 상관관계를

형능력(BBS)과 시지각능력(MVPT-3)을 비교한 결과에서 통계학적으

구하였다. 통계결과를 보면, 두 검사 점수 간의 상관계수가 r= .481로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p < 0.05), 성별과 연령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6).

경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7. 낙상, 균형능력과 시지각능력의 상관관계
4. 낙상과 균형능력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낙상여부, 버그균형척도(BBS) 및 시지각능력(MVPT-

연구대상자의 낙상유무와 버그균형척도(BBS) 점수사이의 상관관

3)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Table 7과 같이 피어슨 상관계수

계를 알아보기 위해 Table 4와 같이 피어슨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그

를 구하였다. 그 결과에서 낙상여부와 BBS의 상관계수 r= -.405, 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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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와 MVPT-3 점수 간의 상관계수 r= -.442, BBS와 MVPT-3 점수 간

과 낙상 비경험군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이해진(2014)는 낙상 경

의 상관계수는 r=.481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7).

험군과 낙상 비경험군과의 균형능력의 차이가 유의하다고 하여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이전 논문에서 거의 연구되지 않았던 낙상과 시지
각능력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대상자들의 시지각능력을 알아보

본 연구는 노화과정에서 낙상여부가 균형 및 시지각능력에 미치

기 위해 시지각능력 검사를 실시한 낙상 비경험군이 낙상 경험군보

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D광역시 소재 노인복지관에 있는 노

다 더 높은 점수를 보여 낙상과 시지각능력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

인 90명을 대상으로 설문 및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중에서 정상인

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지각능력이 균형유지에 미치는 영향

지범위를 벗어나거나 설문 및 평가과정에서 정확하게 참여하지 못한

을 알아본 연구는 장문영(1999)이 60-80세 이하 노인 20명을 대상으

18명을 제외한 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로 실시한 MVPT-3, 버그균형척도 간의 상관관계 조사에서 유의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연중 21%의 노인이 낙상을 경험하고

것으로 나타났다. 홍소영(2004)은 편마비환자를 대상으로 시지각능

47.7%가 낙상후유증을 앓고 있을 뿐 아니라 75.5%가 낙상에 대한 두

력과 균형능력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편마비환자에서도 유의한 상관

려움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보건복지부, 2011). 노인들은 연령이 증가

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현재 시지각능력 평가도구인 MVPT-3는 우

함에 따라 자세조절에 관여하는 고유수용성감각, 시각, 전정기능이

리나라 성인의 표준화에 대한 연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치료 전후에

감소하고 근력이 약해지며, 갑작스런 변화에 대처하는 반사능력이

실시하여 치료효과를 측정하는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다(이혜선,

감소하여 균형조절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근력약화, 균형능력 감

2010). 성인 및 노인에 대한 표준치가 없어 낙상 경험군과 낙상 비경험

소는 운동능력과 보행장애를 초래하여 기동력에 영향을 미치며 낙

군의 점수를 비교해 보았고,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낙상 비경험군이 낙

상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김수정, 2011; Close et al., 2003; Kannus et al.,

상 경험군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낙상을 검사하기 위한 버그균형

2005). 최근 전민재(2014)의 연구에서 노인낙상군과 노인비낙상군의

척도는 40점 이상의 경우 독립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며 40점 이하의

균형능력은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하여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

경우 보조가 필요하다고 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낙상 경험군과 낙

였다. 낙상위험요인 중 균형능력의 손상은 낙상 위험이 있는 노인을

상 비경험군 모두 평균점수가 40점 이상이 나오지만, 낙상 비경험군

판별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30%와 낙상을

의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경험한 약 50%에서 낙상이 재발하였다(Ruchinskas, 2003; Singh &

균형과 시지각능력은 노인의 삶의 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특히

Malhortra, 2003). 낙상을 경험한 노인의 10-20%는 상해를 겪고 이중

균형을 회복하는 능력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이정원

2-6%는 골절을 경험하였다(건강보험 심사평가원, 2006). 그리고 낙상

과 김현숙, 2008). 이러한 균형과 시지각 문제는 성공적인 일상생활활

은 심각한 경우 후유증을 동반하며 신체 기능의 감소에 의한 일상생

동의 독립성을 방해하므로 인간의 삶의 방식에 따라 적절한 치료적

활활동능력이 낮아져(Kannus et al., 2005), 노인들을 사회적으로 더욱

중재가 이루어져야 한다(Pedretti, 1996). 본 연구 결과에서 보는 것과

위축되게 한다(송경애 등, 2001). 따라서 노인인구의 증가하는 시대상

같이 낙상, 시지각능력 및 균형능력이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특

에 맞춰 노인의 낙상에 대한 예방교육, 치료 및 치료교육에 대한 다양

히 시지각능력과 균형능력의 감소는 노인의 낙상발생에 유의미한 영

한 접근과 관련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향을 미치므로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

시지각능력과 균형능력에 대한 연구들과 균형능력이 낙상에 큰

단된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균형능력평가 항목 중 어떤 항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에서 보면, Kiernan 등(1987)은

목이 조금 더 낙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다양한 시지각능력 중에서 어

시지각 장애는 직립, 공간지각력 등 일상생활활동의 독립적 수행과

떤 요인인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더불어

새로운 행동의 습득능력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간에 대한 인식부족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낙상의 원인이 되는 요인을

으로 인하여 보행 시 환측 사물에 대한 무관심과 거리 판단장애로

찾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하여 현재 증가하는 노인에 대

균형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하였다. 김수정(2011)도 시지각

한 낙상 위험요소를 최소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장애는 보행능력, 자세유지에 영향을 주어 노인의 낙상 및 낙상으로
인한 골절, 낙상의 재발과 밀접한 관련되어 있어서 시지각능력의 감

결 론

소는 노인들의 낙상을 예측하는 중요한 인자라고 하였다. 이현주
(2001)의 연구에서 25명을 대상으로 한 BBS 평가에서는 낙상 경험군

본 연구는 노인의 낙상경험이 시지각능력과 균형능력이 미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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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알아 보기위해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를 60세 이상의 노인 72
명을 대상으로 낙상 경험군과 낙상 비경험군으로 나누어서 버그균형
척도(BBS)와 MVPT-3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낙상 비경험군과 낙상 경험군의 균형척도와 시지각능력을 검사
한 경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낙상 비경험군이
낙상 경험군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2. 낙상유무와 버그균형척도(BBS), 낙상유무와 시지각능력(MVPT3) 및 버그균형척도와 시지각능력사이의 상관관계에서 3개의 항목이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노인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낙상 경험군은 증가하며
낙상으로 인한 일상생활활동의 제한 및 인지기능의 장애에 제한을
가져오므로 균형감각과 시지각기능이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
인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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