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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연구목적 : 환자안전사건보고를 이용하여 내원환자의 낙상사고를 분석하고, 이

를 통해 기관 내 환자안전사건 보고학습체계 개선 및 고령환자의 낙상 예방활동

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서울시 소재 일 종합병원의 2017-2019년 환자안전사건보고를 이용

하여 낙상 보고의 특성, 낙상 환자의 일반적 특성, 낙상 관련 특성, 낙상 결과를

파악하기 위한 이차자료분석 연구이다.

연구결과 : 3개년 낙상 보고 건수는 693건으로 입원환자가 96.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근접오류의 경우 7일 이내 보고율이 99.2%이었고, 위해사건의 경우

24시간 이내 보고율이 84.4%이었다. 낙상 환자의 대부분은 남성이었고 평균 연

령은 74.22(±9.14)세였으며 70세 이상 낙상발생률이 80%이었다. 낙상을 한 번 경

험한 환자는 85.4%이었고, 14.6%의 환자들이 2회 이상의 반복 낙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상은 주로 병실에서, 00:00-00:59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

다. 낙상 당시 환자의 의식상태는 대체로 명료하였으며, 도움이 필요한 환자가

70%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낙상 당시 보호자가 옆에 있었던 경우는

60.6%이었고, 낙상 고위험군에게서 낙상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낙

상 환자는 평균 1.52(±1.08)개의 낙상 관련 요인을 가지고 있었다. 낙상의 결과

위해없음이 51.9%로 가장 많았고, 영구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 및 사망은 발생하

지 않았다. 낙상 후 손상으로는 통증, 열상, 찰과상, 부종, 골절, 두부손상, 혈종

등이 있었으며 이후 조치사항으로는 면밀한 관찰, 진단적 검사, 단순드레싱, 봉

합, 중환자실 또는 응급실로의 전동, 수술 등으로 나타났다.

연구결론 : 환자안전사건보고를 이용한 낙상사고 분석을 통해 기관의 낙상 특

성을 파악하였고, 종합병원 규모의 개선활동 및 보고체계의 개선이 필요함을 확

인하였다. 향후 낙상 관련 요인 간의 인과관계 파악 및 낙상보고서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 낙상, 낙상 예방활동, 환자안전사건보고, 노인, 환자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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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낙상은 급성기 병원 환경에서 가장 흔하게 보고되는 환자안전사건으로(Morris

& O’Riordan, 2017), 실제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안전사건을 보고하는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KOrea Patient Safety reporting & learning system, 이

하 KOPS)에서의 낙상과 관련된 보고는 2016년 282건 50.1%, 2017년 1,835건

47.5%, 2018년 4,224건 45.7%, 2019년 5,293건 44.4%로 환자안전사건 보고의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KOrea Patient Safety reporting & learning system

[KOPS], 2020).

WHO에 따르면 낙상은 의도하지 않은 손상으로 인한 사망의 두 번째 주요 요

인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매년 37,300,000건의 낙상이 의료서비스

가 필요한 손상을 동반하고, 매년 약 684,000명의 사람들이 낙상으로 인해 사망

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21).

낙상 발생은 환자에게 열상, 골절, 출혈, 머리손상 등의 상해를 유발할 수 있으

며 더 심각한 의학적 상태를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낙상을 경험한 환자들은 반

복 낙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동성이 저하되고 이로 인한 체력 저하까지 발생하

게 된다(Sato et al., 2018). 낙상으로 인한 환자의 다양한 손상으로 검사, 수술,

재활 등 추가적인 의료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른 재원일수의 증가 및 의

료과실로 인한 의료분쟁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Kang et al., 2018).

입원환자의 낙상 중 14%는 위험한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고, 8%는 전혀 예상하

지 못한 생리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나머지 78%는 낙상이 예상되는 환자의

예견된 낙상이다(Morse, 1997). 이는 낙상이 다른 질환과는 다르게 예측과 예방

이 가능함을 의미하고 있다(Kim & Choi-Kwon, 2013). 낙상의 위험요인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근거로 의료기관에서는 낙상 예방활동을 수행

하고 있다. 특히 국내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관평가 인증 항목에 낙상이 필수 기

준으로 평가되고 있어 낙상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낙상위험 평

가 도구를 이용하여 고위험환자를 분류하고 환자팔찌를 통해 직원간 공유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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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 위험 표지판 부착, 호출기 사용, 보행보조기구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환자

에게 교육하고 있으며, 침대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침대로 교체하거나 화장실,

샤워실 등에 미끄럼 방지 타일 및 보조 손잡이 설치 등 시설 환경 관리에도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낙상을 비롯한 환자안전사건은 해당 국가기관의 보고시스템을 통해 보고된다.

이는 사고 자체의 문제보다는 미래의 사건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Leistikow et al., 2017). 국내 의료기관에서도 낙상이 발생하게 되면 발견직원은

환자안전사건 보고체계에 따라 낙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환자안전 전담

인력은 낙상보고서 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개선활동을 수행한다.

의료기관에서 효과적인 낙상 예방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데(Yoon et al., 2018) 국

내의 경우 낙상을 포함한 환자안전사건을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어 낙상보고서

분석을 통한 낙상의 실태 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낙상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

며 종합병원은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1인당 담당 환자수가 많아 근무시간이 길고

이로 인한 피로누적과 집중력 저하 등으로 낙상 예방활동이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Jin & Ha, 2017). 종합병원의 35.9%는 환자안전 전담 인력을 겸직으로 운영

하고 있어(Park et al., 2020) 환자안전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활동에 취약

한 상태이다.

연구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약 80%는 국가유공자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60세 이상의 국가유공자는 81.8%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 남성의 비율이 80.2%로

현저하게 높아(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2021) 기존의 낙상 예

방활동을 적용하는데 제한이 있어 의료기관의 낙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낙상

사고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일 종합병원의 2017-2019년 환자안전사건보고를

이용하여 내원환자의 낙상사고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낙상 보고의 특성, 낙상

환자의 일반적 특성, 낙상 관련 특성 등을 파악하여 기관 내 환자안전사건 보고

학습체계 개선 및 고령환자의 낙상 예방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도

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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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일개 종합병원의 환자안전사건 보고서를 이용한 낙상사고를

분석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낙상 보고의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낙상 환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셋째, 낙상 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넷째, 낙상 결과를 확인한다.

3. 용어정의

1) 환자안전사건

(1) 이론적 정의

환자에게 불필요한 위해를 입혔거나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을

말한다(World Alliance For Patient Safety Drafting Group et al., 2009)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적신호사건, 위해사건, 근접오류 발생 시 의료기관의 보고 절차

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한 사건을 말한다.

2) 낙상

(1) 이론적 정의

갑자기 의도하지 않은 자세변화로 바닥에 주저앉거나 넘어지거나 눕는 등 원

래의 몸의 위치보다 낮아지는 상태를 의미한다(Fuller, 2000).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내부 규정을 근거로 내원환자가 넘어지거나 넘어질 뻔한 사건

으로 보고된 낙상보고서 중 환자안전 전담 부서(QI실)에서 낙상으로 분류한 환자

안전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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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환자안전사건 보고학습체계와 낙상사고 보고

WHO에서는 환자안전에 대해 보건의료와 관련된 불필요한 위해를 허용이 가능

한 최소로 감소시키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환자안전사건은 질병의 경과와

무관하게 환자에게 불필요한 위해를 주었거나 위해를 줄 뻔한 사건이나 상황을

말한다(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09).

국내에서는 환자안전사건을 환자안전법 제2조에 따라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해

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로 정의하고 있다(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0). 환자안전사건은 크게 적신호사건(Sentinel

event), 위해사건(Adverse event), 근접오류(Near miss)로 구분한다. 적신호사건

은 질병의 경과와 관계없이 예기치 않은 사망이나 신체기능의 영구적 손상을 가

져온 경우, 위해사건은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의도하지 않은 실수나 오류로 환자

에게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근접오류는 진료과정에서 실수나 오류가 발

생하였으나 환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KOrea Institute for

Healthcare Accreditation [KOIHA], 2018).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운영 주체에 따라 내부보고와 외

부보고로, 의무에 따라 자율보고와 의무보고로 나뉘게 된다(Lee, 2013).

내부보고는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안전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발견하게 되면 발견자는 환자안전 전담 부서에 해당 사건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게 된다. 환자안전 전담 부서는 환자안전사건보고서 및 전자의무

기록, 관련자 면담 등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고, 사건의 유형에 따라 관련자와 팀

을 구성하여 근본원인분석 및 개선활동을 수행한다.

외부보고는 개별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전담인력 또는 기관의 장, 보건의료인 등

이 환자안전사건 내용을 KOPS에 보고하는 것이다. KOPS에서는 보고된 환자안

전사건 중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자안전사건에 대하여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하고 이를 통해 해당사건에 대한 예방대책을 의료기관간 공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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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재발을 방지하고 있다(KOrea Patient Safety reporting & learning system

[KOPS], 2020).

현재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안전사건 발생으로 내부보고를 시행할 경우 의

료기관에서 자체 개발한 별도의 환자안전보고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환자안

전사건 중 병원 내 발생 빈도가 높은 낙상의 경우 별도의 낙상보고서를 개발하

여 사용하고 있다(KOrea Patient Safety reporting & learning system [KOPS],

2018).

주로 낙상보고서에는 낙상 환자의 일반적 정보(성별, 연령, 진료과, 진단명 등),

낙상 발생일시, 발견자, 의식상태(명료, 졸음, 혼돈, 반혼수, 혼수), 활동상태(독립

적, 부분적 도움필요, 항상 도움필요, 의존적, 와상상태), 낙상위험도 평가 결과,

보조기구 사용 유무, 보호자 유무, 기저질환 관련 요인, 낙상 발생 상황, 낙상 후

신체적 손상, 치료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낙상 발생 및 낙상 관련 요인

WHO에 따르면 낙상이란 무심코 지면이나 바닥, 다른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사건으로 정의하였으며(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21), AHRQ에서는

낙상을 갑자기 의도하지 않고 통제되지 않게 환자의 신체가 지면 또는 다른 물

체(예 : 침대, 의자, 침대 매트 위)에 닿아 아래쪽으로 변위되는 것이라고 정의하

였다(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AHRQ], 2020).

다른 연구들을 살펴보면 낙상을 갑자기 의도하지 않은 자세 변화로 바닥에 주

저앉거나 넘어지거나 눕는 등 원래의 몸의 위치보다 낮아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고 하였으며(Fuller, 2000), 외부의 힘에 의해 넘어지는 것을 제외하고 본인의 의

사와 상관없이 의도하지 않은 자세의 변화로 몸이 낮은 위치로 넘어지거나 바닥

에 눕는 것이라 정의하였다(Tinetti & Kumar, 2010).

낙상은 연령, 성별, 질병, 약물 등 개인의 특성과 미끄러운 바닥, 부적절한 신발

및 조명, 정리되지 않은 전선, 계단, 바닥의 턱 등 물리적 환경 등과 관련이 있으

며(Lee et al., 2015), 이들 중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낙상을 유발하게 된다(Yang,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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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은 낙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낙상으로 인한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성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한다(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21). CDC에서는 미국의 85세 이상 낙상 발생률이 65-74세의 약 4배에 달한다

고 보고하고 있다(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CDC], 2017). 또한 일본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낙상 환자의 평균 연령은 63.8(±18.0)세로 비낙상 환자의

56.9(±18.7)세 보다 높게 나타났다(Ishikuro et al., 2017).

성별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낙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의 낙상으로 인한 골절 유병률은 남성보다 약 2.6배 더 높았고, 치료가 필요한

낙상과 이로 인한 입원이 더 흔한 것으로 나타났다(Chang & Do, 2015).

낙상은 고혈압, 관절염, 당뇨병, 심장질환, 시각장애 등 기저질환과도 관련이 있

다.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가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보다 낙상의 발생 비율이 높았

으며, 기저질환의 수에 따라 낙상의 빈도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ibley

et al., 2014).

환자의 기저질환 중 치매의 경우 낙상 발생률이 정상 노인보다 훨씬 높았으며

(Yarnall et al., 2011), 브라질의 연구에서는 파킨슨 질환이 낙상의 관련 요인으

로 나타났다(Bittencourt et al., 2017). 우울증을 앓고 있는 노인의 경우 여러 의

약품의 사용으로 인해 낙상의 위험성이 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Wright et al.,

2011), 요실금이 있는 환자의 경우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되며, 이는 조명

이 어둡고 시력이 약한 밤에 낙상을 더 경험하게 된다(Ferreira et al., 2019).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시각장애는 낙상의 관련 요인 중 하나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Salonen & Kivelä, 2012), 인지기능 역시 낙상의 관련 요

인 중 하나로 MMSE(Mini Mental Status Exam) 점수가 감소할 때마다 낙상의

위험이 20% 씩 증가하였고(Gleason et al., 2009), 보행의 경우 보폭이 좁고 허약

감이 있는 환자들에게서 낙상이 1.37배 더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et al.,

2017).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환자의 이전 낙상 경험이 낙상 관련 요인으로 확인되

었다(Tinetti & Kumar, 2010). 낙상 환자의 절반 이상이 1년 내에 최소 2번 이상

의 낙상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환자에게 더 큰 허약감과 기능적인 쇠퇴를

가져와 반복적인 낙상을 유발하여 이환율 및 사망률까지도 높아지게 된다

(Ferreira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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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복용은 낙상의 관련 요인 중 하나로 심혈관 질환 의약품, 벤조디아제

핀, 항우울제, 항파킨슨제, 항정신병제, 향정신성의약품 등이 가장 연관된 의약품

이라 볼 수 있으며(Huang et al., 2012), 다른 연구에서도 진정제, 항경련제, 혈당

강하제, 항고혈압제, 항히스타민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환자의 경우

낙상의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Najafpour et al., 2019). 국내 연구의 경

우 수면제, 진통제, 혈관확장제, 항부정맥제, 근이완제를 복용하는 환자에게서 낙

상이 1.8-2.45배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Choi et al., 2017).

환경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미끄러운 바닥, 부적절한 조명 및 신발, 보행 보조기

사용, 정리되지 않은 전선, 바닥의 턱과 계단 등이 해당된다.(Lee et al., 2015).

국내의 한 연구에 따르면 낙상의 환경적 요인으로는 보호자의 부재가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보조난간 관련, 보행보조기구 사용의 순으로 나타났다(KOrea

Patient Safety reporting & learning system [KOPS], 2018).

병실에서의 낙상 발생이 70.8%로 가장 많았고(Yoon et al., 2018), 브라질의 경

우 전체 낙상의 75%가 환자 병실의 침실 및 욕실에서 나타났다(Ferreira et al.,

2019). 병실에서의 낙상 중 침대 낙상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보호자 및 직원

의 도움없이 혼자 침대에서 내려오는 경우, 보조난간을 내리고 수면하는 경우,

침대 밑의 물건을 집으려는 경우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낙상이 발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Kang & Song, 2015).

또한 휠체어의 잠금장치를 고정하지 않거나 휠체어의 발판에 걸려 넘어지는 등

부적절한 휠체어의 사용 또한 낙상의 원인이 된다(Kim et al., 2017).

신발이 잘 맞지 않은 경우, 밑창이 닳았거나 뒷굽이 높은 경우 낙상의 위험은

높아진다(Yang, 2012). 슬리퍼와 같은 부적절한 신발은 미끄러질 위험이 높고

(Kobayashi et al., 2017), 맨발로 걷거나 신발을 신은 노인들보다 낙상 위험 점

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enant et al., 2008).

고정되지 않은 카페트 및 매트를 깔아놓는 경우 낙상과의 관련성이 있었으며

(Bittencourt et al., 2017), 바닥의 물건들이나 전선코드 등 걸려 넘어질 수 있는

환경, 조도가 낮은 조명 등이 낙상 관련 요인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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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일 종합병원의 환자안전사건보고를 이용하여 내원환자

의 낙상사고를 분석하고자 함이며, 이를 통해 낙상 보고의 특성, 낙상 환자의 일

반적 특성, 낙상 관련 특성, 낙상 결과를 파악하기 위한 이차자료분석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내원환자 중 낙상

이 발생하여 환자안전사건 보고시스템을 통해 환자안전 전담 부서(QI실)로 낙상

관련 환자안전사건 보고가 이루어진 693건 전수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기관의 운영 병상수는 중환자실 55병상을 포함하여 총 988병상으로 30개의

외래 진료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조사기간 동안 일평균 외래환자수 5,127.6명, 일

평균 입원환자수 50.7명이었으며, 평균 입원연인원 수 324,687명, 평균 재원일수

18.1일, 주 진료과 내과(30.3%), 평균 연령 75.29(±9.92)세, 남성 69.6%, 여성

30.4%의 비율이었다(Korea Veterans Health Service, 2020).

연구기관의 환자안전사건 보고시스템은 적신호사건, 위해사건, 근접오류로 나눠

자율적으로 보고하게 되어있으며, 낙상, 투약, 기타 환자안전사건 보고서로 분류

되어 있다. 적신호사건 및 위해사건의 경우 발견 직원은 환자안전사건 보고시스

템을 통해 24시간 이내에, 근접오류의 경우 7일 이내 환자안전사건 보고서를 제

출한다. 환자안전전담자는 보고서 확인 후 접수를 하고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다운로드 후 데이터를 분류하고 통계관리를 수행한다. 적신호사건과 위해사건

중 사안이 위중한 사건은 근본원인분석(Root cause analysis)을 통해 개선활동

시행 후 해당내용을 관련 직원 및 경영진과 공유하고 KOPS에 보고하고 있으며,

환자안전주의경보를 제작하여 안내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환류시스템을 갖추

고 있다.



- 9 -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연구기관의 환자안전사건 보고시스템의 낙상보고서를 토대로

연구자가 증례기록지를 개발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1) 낙상 보고의 특성: 환자유형은 ‘입원’, ‘외래’로 구분하고, 발견자는 ‘간호사’,

‘보호자’, ‘간병인’, ‘기타’로 구분하며, 발생년도, 사고유형별 보고소요시간을

포함한다.

2) 낙상 환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 나이, 진료과, 환자별 낙상 경험 횟수를 포함

한다.

3) 낙상 관련 특성: 낙상의 주요 형태는 ‘주저앉음’, ‘쓰러짐’, ‘미끄러짐’, ‘걸려넘

어짐’, ‘부딪힘’, ‘떨어짐’으로 구분하며, 발생장소, 발생시간을 포함한다. 간호

사 근무유형은 ‘낮번’, ‘초번’, ‘밤번’으로 구분하고 의식상태는 ‘명료’, ‘졸음’,

‘혼돈’, ‘반혼수’, ‘혼수’로 구분한다. 활동상태는 ‘독립적’, ‘부분적 도움필요’,

‘항상 도움필요’, ‘의존적’, ‘와상상태’로 구분하고, 낙상위험도 평가 결과는 ‘고

위험군’, ‘저위험군’, ‘무위험군’으로 구분한다. 낙상 관련 요인으로는 ‘심혈관

장애’, ‘보행장애’, ‘시력장애’, ‘청력장애’, ‘배변장애’, ‘배뇨장애’, ‘혼돈 또는 판

단장애’, ‘불안이나 정서적장애’, ‘낙상 발생 시점 24시간 이내 의약품 투여(이

뇨제, 항고혈압제, 혈당강하제, 항경련제, 진정제, 항정신성약물)’로 구분하며,

보조기 유무, 보호자 유무, 진단명을 포함한다.

4) 낙상 결과: 낙상사고의 위해정도는 ‘위해없음’, ‘치료 후 후유증 없이 회복’,

‘일시적 손상 또는 부작용’, ‘장기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 ‘영구적인 손상 또

는 부작용’, ‘사망’으로 구분하며, 손상의 종류는 ‘통증’, ‘부종’, ‘열상’, ‘찰과상’,

‘골절’, ‘두부손상’, ‘기타’로 구분한다. 낙상 후 조치사항으로는 ‘면밀한 관찰’,

‘단순드레싱’, ‘봉합’, ‘투약’, ‘석고붕대’, ‘수술’, ‘진단적 검사’, ‘중환자실 또는

응급실로의 전동’, ‘기타’로 구분하며, 보고자가 생각하는 낙상 개선전략으로

는 ‘낙상 안내문 제공을 통한 교육’, ‘보호자 동행 및 상주 요청’, ‘침대난간

올리기 및 휠체어 바퀴고정’, ‘환자 이동 시 보조’, ‘호출벨을 환자에게 가까이

두기’, ‘배뇨관리’, ‘주변 및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조명관리’, ‘잦은 병실 순

회’, ‘환자 곁에 물건 가까이 두기’, ‘낙상위험사정 및 표지판 부착’, ‘신체보호

대 사용’, ‘투약스케줄 관리’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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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의 일 종합병원 환자안전 전담 부서(QI실)에 연구의 목적

과 절차를 설명 후 허가를 득하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심의번호 :

2021-02-031-001)을 받아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자료를 후향적으로 수집하였고,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병원 등록

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및 민감정보들은 자료에 제외하여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 식별정보를 코드화하여 연구자 외에 접근할 수 없도록

암호화된 파일로 저장하여 관리하였다. 해당 연구의 모든 기록은 연구 종료 후 3

년간 보관할 예정이며, 보관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영구적으로 삭제할 예정이다.

5.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구체적

인 분석방법은 아래와 같다.

1) 낙상 보고의 특성은 실수, 백분율로 그 중 보고소요일/시간은 평균과 표준

편차, 범위를 제시하였다.

2) 낙상 환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 백분율로 그 중 연령은 평균과 표준편차,

중위값, 범위로 제시하였다.

3) 낙상 관련 특성은 실수, 백분율로 그 중 관련 요인의 개수는 평균과 표준편

차로 제시하였다.

4) 낙상 결과는 실수, 백분율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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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낙상 보고의 특성

3개년 낙상 보고 건수는 693건이었고, 연도별로는 2017년 205건(29.6%), 2018년

202건(29.1%), 2019년 286건(41.3%)이었다. 입원환자가 667명(96.2%)으로 대부분

을 차지하였다. 낙상 발견자는 간호사가 360명(51.9%)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호자

196명(28.3%), 간병인 45명(6.5%), 환자 본인, 다른 환자, 타직종 직원 등 기타 발

견자가 92명(13.3%)이었다.

근접오류의 경우 7일 이내 보고된 건수가 370건(99.2%)이었고, 평균 보고소요일

은 0.67(±2.15)일이었으며, 위해사건의 경우 24시간 이내 보고된 건수는 270건

(84.4%)이었고, 평균 보고소요시간은 12.68(±23.51)시간으로 나타났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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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all Reporting Characteristics

(N=693)

Variables Categories n(%)

Year 2017 205(29.6)

2018 202(29.1)

2019 286(41.3)

Patient Inpatient 667(96.2)

Outpatient 26(3.8)

Discoverer Nurse 360(51.9)

Guardian 196(28.3)

Caregiver 45(6.5)

Others* 92(13.3)

Time taken from reporting Near miss(day)

M±SD 0.67±2.15

Range 0-32.6

≤7 370(99.2)

>7 2(0.5)

No recorded 1(0.3)

Adverse event(hr)

M±SD 12.68±23.51

Range 0.2-177.5

≤24 270(84.4)

>24 48(15.0)

No recorded 2(0.6)

* Patient, Other patient, Other staff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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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낙상 환자의 일반적 특성

575명의 환자에게서 총 693건의 낙상이 보고되었고, 이 중 남성이 490명

(85.2%), 여성이 85명(14.8%)이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74.22(±9.14)세였으며,

70-79세가 307명(53.4%)으로 가장 많았고, 80세 이상이 153명(26.6%), 60-69세가

95명(16.5%) 순으로 나타났다. 즉, 70세 이상에게서 발생한 낙상이 460명(80%)으

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59세 미만 환자에게 발생한 낙상은 25명(3.5%)이었

다.

진료과별 낙상 건수는 내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등 내과계열이 374건(65%)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형외과, 외과, 흉부외과 등 외과계열은 196건(34.1%), 치과 및

통증클리닉이 5건(0.9%) 순이었다.

낙상을 한 번 경험한 환자는 491명(85.4%)이었고, 2회 62명(10.8%), 3회 13명

(2.3%), 4회 6명(1%), 5회 3명(0.5%)으로 14.6%의 환자들이 2회 이상의 반복 낙

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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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atient’s General Characteristics

(N=57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Male 490(85.2)

Female 85(14.8)

Age ≤39 6(1.0)

40-49 7(1.2)

50-59 7(1.2)

60-69 95(16.5)

70-79 307(53.4)

≥80 153(26.6)

M±SD 74.22±9.14

Median(Range) 73(21-94)

Department Medical unit* 374(65.0)

Surgical unit† 196(34.1)

Others‡ 5(0.9)

Number of falls experiences 1 491(85.4)

2 62(10.8)

3 13(2.3)

4 6(1.0)

5 3(0.5)

* Internal medicine, Rehabilitation medicine, Neurology, Psychiatry, Emergency medicine,

Hospital medicine, Family medicine, Hospice, Radation oncology

†Orthopedic surgery, General surgery, Chest surgery, Neuro surgery, Plastic surgery,

Otorhinolaryngology, Ophthalmology, Urology, Obstetrics Gynecology

‡Dentistry, Pain cli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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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낙상 관련 특성

낙상보고서에 기술된 낙상의 주요 형태 중 기록이 없는 2건을 제외하고 주저앉

음 234건(33.8%), 쓰러짐 203건(29.3%), 미끄러짐 80건(11.5%), 걸려넘어짐 67건

(9.7%), 부딪힘 59건(8.5%), 떨어짐 48건(6.9%) 순으로 나타났다.

낙상 발생 장소로는 병실 407건(58.7%), 복도 97건(14%), 화장실 64건(9.2%), 샤

워실 25건(3.6%), 검사실 10건(1.4%), 응급실 3건(0.4%), 외래, 휴게실, 엘리베이

터, 야외 등 기타 장소에서 87건(12.6%)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근무 시간별 낙상 발생 빈도는 밤번 근무시간(23:00-06:59)에 274건

(39.5%)으로 가장 많았고 낮번 근무시간(07:00-14:59) 202건(29.1%), 초번 근무시

간(15:00-22:59) 214건(30.9%) 이었다.

낙상이 발생하는 시간대를 살펴보면 정확한 낙상 발생시간을 알 수 없는 3건을

제외하고 00:00-00:59 시간에 49건(7.1%)으로 가장 많았고, 06:00-06:59 시간이

47건(6.8%), 02:00-02:59 시간이 36건(5.2%) 순이었으며, 점심시간인 12:00-12:59

시간에는 19건(2.7%)으로 가장 적었다(Figure).

낙상 당시 환자의 의식상태는 명료한 경우가 607명(87.6%)으로 가장 많았고, 졸

음 48명(6.9%), 혼돈 33명(4.8%), 반혼수 4명(0.6%), 혼수 1명(0.1%) 순이었다.

활동상태는 독립적 208명(30%), 부분적 도움필요 315명(45.5%), 항상 도움필요

145명(20.9%), 의존적 16명(2.3%), 와상상태(bed ridden)가 9명(1.3%)으로 도움이

필요한 환자가 485명(70%)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환자는 294명(42.4%)이었고, 이 중 보조기구명이 작성되지

않은 환자 5명을 제외한 총 289명 중 휠체어를 사용하는 환자가 187명(63.6%),

워커 55명(18.7%), 지팡이 36명(12.2%), 목발 8명(2.7%), 의족 3명(1%) 순으로 나

타났다. 낙상 발생 당시 보호자가 옆에 있었던 경우는 420명(60.6%)이었고, 환자

혼자 있었던 경우는 273명(39.4%)이었다.

낙상 환자의 진단명으로는 악성종양이 188명(27.1%)으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 93명(13.4%), 순환계 질환 80명(11.5%), 신경계 질환 66명

(9.5%),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결과 58명(8.4%), 호흡계 질환 44명

(6.3%), 소화계 질환 43명(6.2%) 등의 순이었다.

낙상 당시 환자의 낙상위험도 평가 결과는 고위험군이 456명(65.8%)으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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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고, 저위험군이 154명(22.2%), 무위험군이 83명(12%)으로 나타났다.

낙상 환자의 낙상 관련 요인으로는 보행장애 390명(37%), 낙상 발생 시점 24시

간 이내 의약품 투여(이뇨제, 항고혈압제, 혈당강하제, 항경련제, 진정제, 항정신

성약물) 249명(23.6%), 불안장애 114명(10.8%), 심혈관장애 104명(9.9%) 등으로

낙상 관련 요인이 없는 낙상 환자는 85명(12.3%)이었고, 관련 요인을 1개 가지고

있는 환자는 328명(47.3%),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환자는 280명(40.4%)이며, 평균

1.52(±1.08)개의 낙상 관련 요인을 가지고 있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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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all-related Characteristics

(N=69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Fall patterns Sitting down 234(33.8)

Collapse 203(29.3)

Slip down 80(11.5)

Trip 67(9.7)

Collision 59(8.5)

Dropping 48(6.9)

No recorded 2(0.3)

Places of fall Patient’s room 407(58.7)

Corridors 97(14.0)

Bathroom 64(9.2)

Shower room 25(3.6)

Laboratory 10(1.4)

Emergency room 3(0.4)

Others* 87(12.6)

Nurse duty shift Day(07:00-14:59) 202(29.1)

Evening(15:00-22:59) 214(30.9)

Night(23:00-06:59) 274(39.5)

No recorded 3(0.4)

Mental status Alert 607(87.6)

Drowsy 48(6.9)

Stupor 33(4.8)

Semi coma 4(0.6)

Coma 1(0.1)

Activity status Independent 208(30.0)

Required assistance 315(45.5)

Required help always 145(20.9)

dependent 16(2.3)

bed ridden 9(1.3)

Ambulatory device No 399(57.6)

Yes 294(42.4)

Type of ambulatory device Wheelchair 187(63.6)

Walker 55(18.7)

Cane 36(12.2)

Crutches 8(2.7)

Foot prosthesis 3(1.0)

No recorded 5(1.7)

Acompanied by Caregiver No 273(39.4)

Yes 4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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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Diagnosis† Neoplasms 188(27.1)

Musculoskeletal system and connective tissue 93(13.4)

Circulatory system 80(11.5)

Nervous system 66(9.5)

Injury, poisoning and certain other
consequences of external causes

58(8.4)

Respiratory system 44(6.3)

Digestive system 43(6.2)

Endocrine, nutritional and metabolic diseases 32(4.6)

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 24(3.5)

Genitourinary system 20(2.9)

Others‡ 44(6.3)

No recorded 1(0.1)

Fall risk assessment§ No risk(≤24) 83(12.0)

Low risk(25-50) 154(22.2)

High risk(≥51) 456(65.8)

Fall related factor¶ Gait disturbance 390(37.0)

Medication within 24hrs∥ 249(23.6)

Consciousness disorder 114(10.8)

Cardiovascular problems 104(9.9)

Emotional disturbances 63(6)

Urinary problems 60(5.7)

Hearing defects 44(4.2)

Defecation problems 16(1.5)

Visual defects 13(1.2)

Number of fall related factor 0 85(12.3)

1 328(47.3)

≥2 280(40.4)

M±SD 1.52±1.08

* Outpatient department, Lounge, Elevator, Staircase, Outdoor space in hospital etc.

†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KCD-8

‡ Symptoms, signs and abnormal clinical and laboratory findings, NEC, Certain infectious and

parasitic diseases, Diseases of the blood and blood-forming organs and certain disorders

involving the immune mechanism etc.

§ Morse Fall Scale

∥ Diuretics, Antihypertensive drugs, Hypoglycemic agent, Antiseizure drugs, Narcotics,

Antipsychotics

¶ Multiple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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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Time of day when falls occu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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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낙상 결과

낙상의 위해정도에 따른 결과는 위해없음 360건(51.9%), 치료 후 후유증 없이

회복 24건(3.5%), 일시적 손상 또는 부작용 307건(44.3%), 장기적인 손상 또는 부

작용 2건(0.3%)으로 나타났고, 영구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 및 사망은 발생하지

않았다.

낙상 후 손상으로는 통증 187건(39.3%), 열상 72건(15.1%), 찰과상 71건(14.9%),

부종 54건(11.3%), 골절 21건(4.4%), 두부손상 19건(4%), 혈종 9건(1.9%) 등의 순

으로 나타났다.

낙상 후 조치사항으로는 면밀한 관찰이 468건(52.2%)으로 가장 높았으며, 진단

적 검사 217건(24.2%), 단순드레싱 118건(13.2%), 봉합 37건(4.1%) 순이었으며,

중환자실 또는 응급실로의 전동 14건(1.6%), 수술 6건(0.7%)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보고자가 생각하는 낙상의 개선전략으로는 낙상 안내문 제공을 통한 교육

이 680건(32.9%)으로 가장 많았고, 보호자 동행 및 상주 요청 491건(23.7%), 침대

난간 올리기 및 휠체어 바퀴 고정 199건(9.6%), 환자이동 시 보조 168건(8.1%),

호출벨을 환자에게 가까이 두기 118건(5.7%), 배뇨관리 115건(5.6%), 주변 및 환

경을 깨끗하게 하기 96건(4.6%), 조명관리 57건(2.8%), 잦은 병실 순회 53건

(2.6%)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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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 of Falls

(N=69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Degree of harm No harm 360(51.9)

Recovery without sequelae after treatment 24(3.5)

Temporary damage or side effects 307(44.3)

Long term damage or side effects 2(0.3)

Permanent damage or side effects 0(0)

Death 0(0)

Types of injury‡ Pain 187(39.3)

Laceration 72(15.1)

Abrasion/Bruising 71(14.9)

Edema/Swelling 54(11.3)

Fracture 21(4.4)

Head injury 19(4.0)

Hematoma 9(1.9)

Others* 43(9.0)

Actions after fall‡ Observation 468(52.2)

Diagnostic test(X-ray, CT, MRI, Laboratory) 217(24.2)

Simple dressing 118(13.2)

Suture 37(4.1)

Medication 17(1.9)

Transfer to intensive care unit or emergency room 14(1.6)

Operation 6(0.7)

Cast 0(0)

Others† 19(2.1)

Improvement strategies Education through providing guidebook 680(32.9)

for fall prevention‡ Accompanying caregiver 491(23.7)

Raising bed side rail & Wheelchair retention 199(9.6)

Assist the mobility of patient 168(8.1)

Adequate range of call bell distance from patient 118(5.7)

Urination management 115(5.6)

Cleaness of environment objects 96(4.6)

Illumination management 57(2.8)

Frequent rounding of patient’s room 53(2.6)

Daily risk assessment of fall, & Labeling for the caution of fall 38(1.8)

Keep things close to the patient 22(1.1)

Recommended to use the restrain bandage 18(0.9)

Medication schedule management 8(0.4)

No recorded 7(0.3)

* Redness, Bleeding, Bump, Ecchymosis, Teeth demage, Wound demage etc.

† Applying ice pack, Absolute bed rest, Applying elastic bandage etc.

‡ Multiple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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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일 종합병원의 환자안전사건보고를 이용하여 내원환자

의 낙상사고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관 내 환자안전사건 보고학습체계 개선 및

고령환자의 낙상 예방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으며, 낙상사

고의 특성과 환자안전사건 보고체계로 구분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낙상사고의 특성

본 연구에서 낙상환자의 평균 연령은 74.22(±9.14)세로, 상급종합병원 낙상환자

의 평균 연령 61.97세(Cho & Lee, 2017)와 종합병원 낙상환자의 평균 연령 66.12

세(Kang & Song, 2015)와 비교했을 때 고령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KOPS의 연

구에서는 낙상 발생의 남녀 성비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KOrea

Patient Safety reporting & learning system [KOPS], 2018) 본 연구에서는 남성

이 490명(85.2%)으로 여성에 비해 더 많은 낙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의 연령과 성별의 구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약 80%는 국가유공자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

가유공자 중 60세 이상이 81.8%를 차지하고 남성이 80.2%이다(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2021). 실제 연구기간 동안 내원환자 중 60세 이

상이 84.1%였고, 남성이 69.6%였다. 입원환자의 경우 평균 연령이 75.29(±9.92)세

였으며, 남성이 83.5%를 차지한다. 이처럼 연구기관의 환자 대부분이 고령의 남

성이며, 타기관과 성별과 나이군에서 차이가 있다.

낙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로는 병실이 407건(58.7%)으로 가장 높았고 이

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했다(Kang & Song, 2015; Choi et al,, 2017; Yoon et

al, 2018). 따라서 환자가 오래 머물며 생활하는 병실에서의 낙상 예방관리가 중

요하다. 침대의 높이를 낮추고 infusion pump 등으로 인한 전선 관리, 환자와 가

까운 곳에 환자의 물품을 비치하는 등 기본적인 낙상 예방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병실 외에도 복도 97건(14%), 화장실 64건(9.2%), 샤워실 25건(3.6%), 검

사실 10건(1.4%), 외래, 휴게실, 엘리베이터, 계단, 야외 등 기타 장소 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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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에서도 낙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따라서 병원의 모든 장소에서 낙상이 발

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해야 할 것이며, 병동 간호사나 특정 부서만의 문제

가 아니라 병원 전체적인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경영진을 포함한 진료, 간호,

약제, 시설, 물류, QI, 감염 등 다양한 부서가 참여하는 환자안전라운딩을 통해

병원 내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즉각 개선해 나가는 예방적 차원의 관리방안이 중

요하다. 특히 화장실과 샤워실의 미끄럼 방지 타일, 안전바, 수액걸이 등이 설치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검사실 내 탈의실에 의자를 비치하거나 호출벨 설치 여부

를 확인하고 적용해야 한다. 이동식 좌변기, 높낮이가 조절되는 스트레쳐카, 침대

혹은 의자 채 측정이 가능한 체중계 등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장비 도입

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IV pole, 휠체어 등 보조기구의 사용으로 이

동의 어려움이나 엘리베이터, 화장실 이용 시 불편함은 없는지 시뮬레이션을 통

해 시설환경을 개선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 근무 시간별 낙상 발생 빈도는 밤번 근무시간(23:00-06:59)에 274건

(39.5%)으로 가장 많았고 Cho와 Lee (2017)의 연구와 Choi 등(2017)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낙상이 발생하는 시간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00:00-00:59 시간에

가장 많았다. 60세 이상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Shim 등(2008)의 연구에 따르

면 간호사가 밤에 처치를 하기 위해 병실을 방문하는 것이 수면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연구기관의 밤번 간호사들이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병실 순회 시간이 0시임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해 환자의 수면에 영향을

미치고, 잠에서 깬 환자들이 보호자를 깨우지 않고 혼자 이동하려다 낙상이 발생

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환자의 상태 파악을 위한 병실 순회를 줄이는 것

은 오히려 환자의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Ryan et al., 2019) 환자의 이동

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낙상 고위험 환자의 병실을

간호사실과 가까운 곳에 배정하거나 야간의 경우 substation 운영을 통해 환자의

이동을 돕고, 낙상 발생 즉시 즉각적인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han et al., 2018). 밤시간대 환자의 침상등을 항상 켜두도록 하고 복도와 화장

실 등 조명의 조도를 높여 어두운 환경으로 인한 이동의 제한이 없도록 해야 한

다. 또한 수액, 이뇨제, 항고혈압제, 항정신성의약품 등의 경우 야간빈뇨를 유발

하게 되므로(Lee & Lee, 2015) 담당의사는 불필요한 수액 처방을 줄이고, 해당

의약품의 투약 시간을 앞당기며, 원내 방송이나 캠페인을 통해 수면 전 화장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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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도록 하는 활동 등을 통해 낙상을 예방할 수 있다.

선행연구의 결과(Kang & Song, 2015; Cho & Lee, 2017; Choi et al, 2017)에서

처럼 낙상 당시 607명(87.6%)의 환자들의 의식은 명료하였고 Kang과

Song(2015)의 연구에서처럼 독립적인 환자에 비해 도움이 필요한 환자 485명

(70%)에게서 낙상의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식상태가 명료한

환자의 경우 병원에서의 활동량이 많아 낙상의 위험성이 높을 수도 있고, 환자의

의식은 명료하나 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에도 환자가 본인의 능력을 과대

평가하고 무리하게 행동하려다 낙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환자 스스로 낙상의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나 낙상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낙상 예방행위를 잘 실천한다(Hwang & Shin, 2013). 그러나 의료진이 생각하는

환자의 낙상 위험성과 환자가 자각하는 낙상 위험성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

으므로, 담당 의료진은 낙상의 위험성에 대한 환자의 자각 정도를 반드시 확인하

고, 현재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Lee 등(2020)의 연구에

따르면 환자들은 낙상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에게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낙상 예방을 위해서는 환자

와 보호자의 참여가 중요하며(Kim et al., 2019) 낙상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 제고

가 필요하다(Kim, 2017).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낙상 시뮬레이션 및 낙상 후

상해 결과 등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국가 차원의 홍보활동을 통해 환자 및 보호

자가 낙상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예방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낙상 환자는 평균 1.52(±1.08)개의 낙상 관련 요인을 가지고 있었으며 1개 이상

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608명(87.7%)으로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였으며(Yang

& Chun, 2009), 낙상 관련 요인으로는 보행장애 390명(37%), 낙상 발생 시점 24

시간 이내 의약품 투여(이뇨제, 항고혈압제, 혈당강하제, 항경련제, 진정제, 항정

신성약물) 249명(23.6%), 불안장애 114명(10.8%), 심혈관장애 104명(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낙상은 환자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다

각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환자의 요구에 따른 개별화된 평가와 다학제적 중재는

낙상을 감소시킨다(Moncada, 2011). 경영진은 낙상 및 낙상으로 인한 손상을 줄

이기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Chun et al., 2018). 담당의사와 간

호사는 환자의 질환요인과 낙상 관련 병력을 확인하고 질병 관리 뿐만 아니라

보행과 균형, 이동수준 등 신체기능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중재해야 한다.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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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낙상을 유발하는 의약품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환자의 낙상 유발 의약품에 대

해 감사하고 필요시 처방 중재를 실시해야 한다. 영양사는 환자의 치료효과를 높

일 수 있는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고,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상태에 맞는 운동프로

그램을 적용한다. 또한 시설 및 물류팀은 낙상 예방을 위한 장비와 물품을 구입

하고 시설 점검 및 보수 등 환경을 개선하며 QI실에서는 낙상이 재발하지 않도

록 시스템적인 예방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직종이 팀을 이뤄 환자

와 보호자의 참여 속에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개별화된 낙상 중재를 시행해야

한다(Lee et al., 2015).

낙상 후 조치사항으로는 진단적 검사 217건(24.2%), 단순드레싱 118건(13.2%),

봉합 37건(4.1%), 투약 17건(1.9%) 등의 순이었으며, 중환자실 또는 응급실로의

전동 14건(1.6%), 수술 6건(0.7%) 등 낙상으로 인한 추가적 의료비용이 소요되어

환자 및 의료기관에 재정적 부담을 야기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고령 환자

의 경우 낙상으로 인한 손상 정도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며(Rubenstein &

Josephson, 2006), 회복까지의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됨을 알 수 있다. 낙상

은 예방이 최우선이겠으나 낙상 발생 시 상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바닥의 턱과

장애물을 제거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바닥재로의 교체, 환자 침상 주변 모서리 부

분에 안전쿠션 설치 등의 중재활동이 필요하다(Knoefel et al., 2013).

보고자가 생각하는 낙상의 개선전략으로는 낙상 안내문 제공을 통한 교육이

680건(32.9%)으로 가장 많았고, 보호자 동행 및 상주 요청이 491건(23.7%)으로

두 번째를 차지하였다. 낙상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환자에 대한 교

육이다(Haines et al,. 2006). 환자 스스로 낙상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발적으로

예방활동을 실천함으로써 행동의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이다(Hyeon et

al., 2010).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낙상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병원 전반에서 낙상 관련 포스터와 예방수칙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로 낙상과 관련한 교육을 받았다고 대답한 환자는 25.6%에 불과하여(Hur &

Kim, 2009) 현재의 낙상 예방 교육 도구 및 방법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낙상 예방교육은 입원 시, 환자의 상태변화 시 다양한 정보와 함께 이루어

지고 있으며 많은 내용을 서술적 형태인 안내문을 통해 일방적인 설명으로 제공

하고 있다. 연구기관의 낙상 환자 평균 연령은 74.22(±9.14)세고, 70세 이상에게서

발생한 낙상이 80%로 노인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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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et al., 2014). 또한 14.6%의 환자들이 2회 이상의 반복 낙상을 경험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기간 중 3명(0.5%)의 환자가 5회까지 낙상을 경험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의료기관 내에서 동일한 환자에게 반복적으로 낙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현재의 낙상 예방교육 및 개선전략이 효과적이지 않음

을 예상할 수 있다.

Kim (2012)의 연구결과 고령환자의 인지기능과 집중력 등을 고려하여 짧은 시

간 내 시각적이고, 반복적이며, 개별화된 낙상 교육이 더욱 효과적이었으며, 65세

이상 노인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Kang과 Song (2018)의 연구에 따르면 낙상

예방교육 시 지식을 제공하는 내용과 태도를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동영

상 교육 및 리플릿을 통한 반복교육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안내문

혹은 리플릿은 간결하고 단순하게 큰 글씨로 제작하여 수시로 볼 수 있도록 비

치하고, 시청각적인 동영상을 이용하여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환자가 직접 참여하고 시연해볼 수 있는 교육을 통해 이해도를 높

여야 한다. 예를 들면 환자와 함께 병실,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등 병원 전반을

둘러보며 해당 장소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호출기 사용법, 침대 또는 의자에서 이

동하는 방법, 보행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방법 등을 시연해주고 환자도 직접 따라

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보호자의 변경이나 전과 및 전동, 병실 내 자

리 이동, 샤워실 사용 직전 등 수시로, 반복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 후 내용

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과정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20명(60.6%)의 환자들이 보호자가 옆에 있었지만 낙상을 경험하고 있어 단순

히 보호자나 간병인이 환자 곁에 상주하는 것만으로도 환자가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보호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직원들의 적극적인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

다. 보호자를 참여시켜 낙상 예방교육을 시행해야 하나 낙상 예방활동을 일임하

고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된다. 보호자나 간병인이 없는 상황에서도 어디서든 안

전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력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

어야 한다(Kim, 2017). Whitman 등(2002)의 연구에서는 중환자실에서의 간호인

력 수급이 높을수록 낙상을 포함한 환자의 안전사고 발생이 낮아진다고 하였으

며 인력의 부족은 환자안전의 잠재적 문제 발생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Cha &

Choi, 2015). 미국의 경우 병동 내 Clinical Nurse Leader(CNL) 라는 새로운 케

어 모델을 도입하여 환자의 입원에서 퇴원에 이르기까지 의사와 간호사,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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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사 등과 다학제적으로 협업하여 질병과 건강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 환자

의 잠재적 위험성을 파악하고 예방하는 등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촉매제로 활용

하고 있다(Bender, 2021). CNL을 통해 결과적으로 의료비용은 최소화하면서 의

료품질은 극대화하는 혁신적인 방안이 각광을 받고 있다(Stanley et al., 2008).

앞서 논의한 바에 따라 낙상의 위험요인과 예방에 관한 연구는 주로 입원환자

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Lopez et al., 2019). 실제 연구기관의 낙상 보고 역

시 입원환자에게서 667건(96.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외래환자의 낙상은

26건(3.8%)으로 진료대기 중 13건(50%), 검사실에서 6건(23.1%) 등의 순으로 발

생하였는데, 외래의 경우 하루 평균 5,000명 이상의 환자가 내원하고 있고 대부

분 고령의 환자이므로 낙상의 빈도가 낮더라도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의료기관평가 인증 항목에서의 외래환자 낙상 위험 평가는 간단한 스크리닝 기

준을 사용하여 낙상위험 환자를 식별하고, 낙상 위험 환자에 대해 낙상 예방활동

을 수행하게 되어있다(KOrea Institute for Healthcare Accreditation [KOIHA],

2018). 따라서 외래환자의 낙상 스크리닝 방법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평가

도구이기 보다는 의료진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 고위험 환자가 선별된다. 이에

따라 낙상 고위험 환자가 누락될 가능성이 높고 외래환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

족한 외래 의료진 수로 인하여 직원들이 환자들을 세세하게 평가하고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사실에서는 검사를 위해 신발을 벗거나 탈의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검사기구에 오르내리는 등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낙상에 대한 관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외래에서의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의사 또는 간호사에 의해 정

확한 스크리닝이 이루어져야 하고, 낙상 고위험환자로 평가되는 경우 낙상의 원

인을 규명하기 위한 다면적 낙상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Kim, K. I., et al.,

2017). 이를 위해서는 제한된 시간 내에 수많은 환자들을 손쉽게 평가하고, 민감

도와 특이도가 높은 외래환자의 낙상 선별도구가 필요하다. 네덜란드의 경우 65

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이전의 낙상 병력, 보행 또는 이동 장애, 낙상에 대한

두려움을 평가하여 낙상 고위험 환자를 구분한다(Barmentloo et al., 2020). 국내

의 경우 대한내과학회와 대한노인병학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낙상예방 진료지침

에 따르면 1차 진료를 담당하는 곳에서 낙상병력과 보행 및 균형에 대한 평가를

통해 낙상 위험도를 선별하게끔 권고하고 있으나 실제 의료기관에서는 인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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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등의 문제로 인해 구체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Kim, K. I., et al.,

2017). 외래를 방문하기 전 간호사의 사전 상담이나 외래 진료 후 담당의사에 의

해 해당 평가를 시행하고 이후 고위험 환자군에 대한 다면적 낙상평가는 낙상

예방 클리닉이나 낙상 예방팀을 구성하여 이루어진다면 보다 효율적인 낙상평가

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된다. 낙상 위험 환자의 개별화된 평가 뿐만 아니라 보

행보조기구를 사용하는 환자들을 위한 의료기관 내 인력 지원과 더불어 에스컬

레이터 속도 조절, 위험성 있는 환자에 대한 엘리베이터 탑승 권고(Kobayashi et

al., 2018), 검사실 내 검사기구 안전벨트 설치, 검사 테이블의 높낮이 조정, 탈의

실 내 안전손잡이 부착, 미끄러지지 않는 의자 교체 등의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Ju et al., 2013).

미국의 National Quality Forum(NQF)의 Safe Practice for Better Healthcare

Fall Prevention, 영국의 Nati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NICE)

의 Preventing falls in older people 등 국외에서는 근거기반의 낙상 예방 가이드

라인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의료기관의 낙상 예방을 위한 공

식적인 가이드라인은 부재한 상황이다. 그러나 다양한 선행연구와 의료기관평가

인증 등을 통해 낙상 예방활동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차원에

서 낙상 관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있다(Lee et al.,

2015). 따라서 규정에 따른 낙상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형식적이고 일회성이었던

활동의 지속력과 환자의 참여도를 높이고, 상급종합병원과 국외의 낙상 예방활동

을 참고하여 각 의료기관에 적합하게 구성한다면 충분한 개선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환자안전사건 보고체계

낙상의 연도별 보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OPS에 보고되

는 낙상 역시 매년 증가하였는데 이는 환자안전법의 개정 및 의료기관평가 인증

수검 등 환자안전사건 보고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실제적으로 낙상 보고

건수가 증가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연구기관의 환자안전 전담 부서(QI실)

에서 보고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직원교육 등 다양한 활동으로 환자안전사건 보

고를 독려하고 있고 근본원인분석(Root cause analysis), 고장유형영향분석

(Failure mode and effects analysis), 환자안전라운딩 등을 통해 낙상의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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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 개선활동을 시행하고 있어 점차적으로 보고건수는 증가할 것이라고 생

각한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환자안전사건 보고는 활성화 하되, 낙상 후 상해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방안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기관의 환자안전사건보고 규정에 따르면 근접오류의 경우 7일 이내, 위

해사건 및 적신호사건의 경우 24시간 이내 환자안전 전담 부서(QI실)로 보고하게

되어있다. 연구결과, 근접오류의 경우 대부분의 직원들이 보고시한 내에 보고하

고 있으나 위해사건의 경우 15.6%가 보고시한 내에 보고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근접오류의 보고시한이 더 긴 이유도 있겠으나 위해사건의 경우 환

자에게 위해가 도달된 상황이므로 발견 이후 환자에 대한 진료 및 처치 등이 이

루어지기도 하고, 부서장에게 보고 후 환자안전사건 보고여부를 결정하고, 보고

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보고가 더 늦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각 나라별 외부보고 시한을 살펴보면 펜실베니아의 경우 위해사건 발생을 확인

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영국은 사건 발생 2일 이내에, 일본은 2주 이내

로 보고기한을 두고 있다(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NECA], 2015). 우리나라의 경우도 개정된 환자안전법에 따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보고하게 되어있다. 이는 환자안전사건의 경우

지체없이 분석되어 해당 내용 및 개선사항들이 신속하게 전파되고 공유되어야

하는 적시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Brubacher et al., 2011). 따라서 직원들이 정해

진 시한에 맞게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절차와 방법을 용이하게 하여 보고에 대

한 시간과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낙상보고서에 기술된 낙상의 주요 형태는 주저앉음 234건(33.8%), 쓰러짐 203건

(29.3%), 미끄러짐 80건(11.5%), 걸려넘어짐 67건(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자가 낙상보고서에 기술된 낙상 상황을 보고 분석한 것으로 실제 다양

한 모습의 낙상 형태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 낙상의 형태를 분

석하여 상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낙상 감지 시스템의 구현(Kim 등 2005) 등 다양

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실제 국외에서도 환자의 움직임을 감지하

여 알람을 울리게 하는 장치 혹은 기구 등을 사용하고 있다(Li et al., 2017). 다

양한 상황에서 환자의 움직임에 따라 낙상을 감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건

의 상황을 기술하여 작성하는 보고서 서식의 보완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현재의 낙상보고서는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미비하여 “기타”로 추가 작성해



- 30 -

야 하는 내용이 많고, 입원일시, 재원일, 복용하는 의약품의 종류, 낙상 발생 상

황, 낙상 후 검사 종류 등 분석에 필요한 세부요소를 파악하기 어렵고, 장비/시설

및 의사소통 방법, 보고자의 상황이나 근무환경 등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서는 논

의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보고서의 항목들을 구체화하고,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시스템을 갖춰 일관성을 높이고, 일부 개방형 질문을 통해 사건

을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Gong et al., 2015). 사

용자 중심의 보고시스템을 구현하여 작성의 편리함과 내용의 완성도를 높이고,

환자 요인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내 인적, 시설 및 환경적 요인, 시스템적 요인

등을 포함하여 중재방안을 도출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낙상 예방활동을 기대할

수 있겠다.

낙상의 결과 위해없음 360건(51.9%), 치료 후 후유증 없이 회복 24건(3.5%), 일

시적 손상 또는 부작용 307건(44.3%), 장기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 2건(0.3%)으로

나타났고, 영구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 및 사망은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낙상 후

손상을 살펴보면 통증 187건(39.3%), 열상 72건(15.1%), 찰과상 71건(14.9%), 부

종 54건(11.3%), 골절 21건(4.4%), 두부손상 19건(4%), 혈종 9건(1.9%) 등의 순으

로 나타났다. 이는 보고자에 따라 손상에 대한 낙상의 위해정도를 다르게 판단하

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현재 보고자마다 낙상보고서의 항목별 작성 기준이

다르고 보고시점에 따라 환자의 상태나 치료의 범위가 달라지게 될 수도 있으므

로 환자안전 전담 부서에서는 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유사한

사례 제시를 통한 가이드 제공으로 보고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낙상

사고 이후 일정기간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보고 이후 상황을 정확하

게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대한 사건에 관한 피드백 뿐만

아니라 각각의 보고에 대하여 보고 이후의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이 수행

하고 있는 보고와 개선의 노력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Yoon & Kim, 2015).

본 연구는 일 종합병원의 낙상보고서에 국한하여 후향적으로 자료를 분석한 것

으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대조군을 설정하지 않아 낙상의 위험요

인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자발적 보고시스템으로 수집된 낙상보고서

이기에 보고자에 따라 정확성과 완전성에 차이가 있고, 과소보고로 인해 실제 발

생하는 낙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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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환자안전사건보고를 이용한 낙상사고 분석을 통해

기관의 낙상 특성을 확인하였고, 종합병원 규모의 개선활동이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낙상보고 항목이 미비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아 보고자마다 편차

가 있어 보고체계 개선이 필요함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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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일 종합병원의 환자안전사건보고를 이용하여 낙상사고

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관 내 환자안전사건 보고학습체계 개선 및 고령환자의

낙상 예방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행된 이차자료분석 연구이다.

환자안전사건보고 중 낙상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하

고 있다. 효과적인 낙상 예방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낙상보고서를 기반으로

현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선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낙상보고서의 구체적

인 분석을 위해서는 보고 항목의 구체화 및 작성 기준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이

를 통해 의료기관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이고 개별화된 낙상 예방활동을 수립하

고, 유사 사건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의료기관 내 낙상 발생이 감

소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 제언

첫째, 낙상 환자와 낙상 관련 요인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

구를 제언한다.

둘째, 국내 Clinical Nurse Leader(CNL) 케어 모델 도입 및 환자안전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KOPS를 중심으로 국내 의료기관의 낙상보고서 표준화를 위한 연구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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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he purpose was to analyze fall accidents of patients who visited

hospitals by using patient safety accident reports, and to prepare basic data

to report on patient safety events in institutions and improve the learning

system to prevent falls of elderly patients.

Method : This is a secondary data analysis study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fall reporting, general characteristics of fall patients,

fall-related characteristics, and fall results using the 2017-2019 patient safety

incident report of General Hospital in Seoul.

Results : The number of reports of falls in three years was 693 cases,

accounting for 96.2 percent of hospitalized patients. In the case of close-up

errors, the report rate was 99.2% within seven days, and in the case of harm

cases, the report rate was 84.4% within 24 hours. Most of the fall patients

were male, with an average age of 74.22 (±9.14) and a fall rate of 80% over

70. 85.4 percent of patients experienced falls once, and 14.6 percent of patients

experienced more than two repeated falls. Falling was most common in

hospital rooms, between 00:00-00:59. At the time of the fall, the

consciousness of the patients was generally clear, and 70% of the patient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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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 accounted for more than a majority. At the time of the fall, 60.6% of

the guardians were next to them, and the fall was found to be frequent in

the high-risk group, with an average of 1.52 (±1.08) fall-related factors. As a

result of the fall, 51.9% were harmless, and no permanent damage, side

effects or death occurred. After the fall, there were pain, laceration, abrasions,

edema, fractures, head injuries, hematoma, and subsequent measures included

close observation, diagnostic examination, simple dressing, sutures, power to

intensive care or emergency room, and surgery.

Conclusion : The fall characteristics of the institution were identified

through analysis of fall accidents using patient safety incident reporting, and

the improvement of the general hospital size and reporting system were

confirmed. A study is needed to identify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fall-related factors in the future and standardize fall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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