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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노인의 낙상위험요소와

장애물높이인지능력의 관계

이 혜 민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장애물 높이 인지능력 검사와 낙

상위험요소들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장애물높이인지능력이 낙상리스크를 사전에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서 타당한지 알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의 참여자는 직립보

행이 가능한 U시 지역거주 노인 100명을 편의모집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1.5m 전방

에 위치한 장애물의 높이를 인지하고 실제로 들어 올린 다리 높이 간 차이를 측정

하여 낙상관련체력인 악력, 하지근력, 보행능력, 유연성, 균형성, 민첩성과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았고 Suzuki(2003)의 Fall risk assessment를 이용하여 낙상위험유무를

비롯한 낙상위험 요인과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자료 분석은 SPSS20.0을 이용하여

피어슨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독립 t검정을 실시하였다. 사후검정으로는

Tukey’s HSD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연구문제에 대하여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물 높이 인지능력은 낙상관련체력들 중 특히 하지근력, 보행능력 및 민첩

성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낙상경험자는 미경험자에 비해 장애물 높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



을 보였으며, 낙상 경험자는 특히 5cm의 낮은 장애물 높이에서 장애물 높이와 실제

들어 올린 다리 높이 간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낙상위험평가문항 중 수면제, 강압제, 정신안정제 복용과 뇌졸중경험, 샌들과

슬리퍼 착용의 잦은 정도를 묻는 문항에서 낙상 위험성이 높은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장애물 높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였다.

넷째, 장애물 높이 인지 검사의 2시행간 신뢰성은 높았다.

노인의 낙상위험요소를 낙상관련체력, 낙상유무, 낙상위험 평가 문항으로 나누어

장애물높이인지능력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세 개의 위험요소 모두 장애물높이인

지능력과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론을 종합해 보았을 때, 장애물 높이 인지 검사는 낙상위험요인을 평가

하는 검사의 하나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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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 의학기술 발달,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감염병 발생

은 크게 감소하였고, 만성질환과 사고에 의한 사망이 증가하였다. 2013년 우리나라

의 사고로 인한 사망 현황을 보면 인구 10만 명당 61.3명이었고, 전체사망의 약

11.6%를 차지하였으며, 2003~2013년 손상사망의 원인을 보면 자살, 운수사고, 낙상

사고 순으로 높았다(통계청, 2014). 낙상은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하나 특히,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낙상의 위험과 심각성 및 재 낙상률이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다(송

미순, 1995; Campbel et al., 1989; Tibbitts, 1996). 노인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신

체 변화에 의한 건강 문제이다. 노인은 노화에 의한 근 골격계의 변화로 골 실질

(bone mass)의 감소와 골밀도(bone density)의 감소가 특징적이며, 이러한 원인으로는

활동성의 결여와 칼슘 섭취량이 부족하거나 칼슘의 체내 이용의 장애, 폐경 및 노

화에 따른 호르몬 분비의 변화가 있다(장정미와 강현숙, 2004). 

낙상으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문제로 합병증이 유발된 노인은 이환율과 사망률

이 높아질 뿐 아니라 치료와 간호에 많은 의료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며, 결국

에는 개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송경애 외, 2014). 또한 낙상은

노인에서 골절 등의 신체적 손상, 기능장애 및 사망을 초래하는 주요 건강문제로서

노인의 활동을 제한시키고, 독립적인 생활에 지장을 주며, 낙상의 두려움으로 인한

사회적 활동을 제약함으로써 성공적 노화에 대한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문

정순과 정혜선, 2001).

노인의 낙상과 골절에 관한 연구는 1940년대 영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Sheldon, 1948a, 1948b),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최장수국인 일본에서는 1986년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을 대상으로 낙상실태를 조사한 연구가 시초이며(Haga et 

al., 1986), 낙상리스크 평가나 예방법 및 대책법에 이르기 까지 수많은 연구 성과가

보고되고 있다(Kim, 2012; Suzuki, 2001; Chen et al., 1991; Demura, 2013; Yazdan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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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l, 2017; Demura et al., 2012).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노인의 낙상예방에 대한 연

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지만 낙상경험 노인 인구는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한국질병관리예방본부, 2005). 이렇듯 지역사회 재가노인의 낙상은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경제적 비용손실이 증가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낙상위

험을 주기적으로 사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송경애 외, 2014). 하지만 낙상

리스크를 사전에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별 상황에 맞는 낙상

예방책을 제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Shin et al., 2016). 

한편, 낙상의 위험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균형감, 일상생활수행 능력 등의 신체

적 요인과 이전의 낙상경험, 우울, 인지기능 저하, 낙상두려움 등의 심리적 요인, 특

정 시기와 장소, 가옥 구조 등의 환경적 요인들이 포함되며,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

적으로 작용할수록 낙상위험은 증가한다. 이처럼 낙상의 위험요인은 다양하며, 노화

와 더불어 낙상을 경험할 위험이 높아지며 이에 따른 후유증과 공포감으로 인해 활

동량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지역사회 노인들에게 단편적이고 일회성의 예

방 프로그램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개입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성과를 낼 수 있는 예방 전략이 절실히 필요하다(김영희 외, 2013). 그럼에도 불구

하고 긍정적인 측면은 노인 낙상의 3분의 2는 잠재적으로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이

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노인의 낙상 예방뿐 아니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요인들 중에서 커다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신체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균형성, 유연성, 민첩성, 근

력, 보행능력 및 협응력 등의 체력은 낙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Shin et al., 

2016). 따라서 노인의 신체적 기능 특히 낙상과 관련된 체력을 측정하고 이를 적절

하게 평가하는 것은 노인의 낙상예방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기존

연구에서도 많이 다루어져 왔다. 낙상과 관련된 체력으로는 하지 근력의 감소

(Wolfson et al., 1994), 신경계의 변화로 인한 자극 반응시간과 신경 전도속도의 감

소(전미양, 2001), 발목 배측 굴곡근의 약화 (배상열 외, 2010), 발목 관절가동범위의

감소(Mecagni et al., 2000; 이성은, 2005)등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발목 배측 굴곡

력(Kemoun et al., 2002; Nitz et al., 2004; 민지원과 박혜상, 2014), 하지근력(송경애와

최동원, 2007), 균형능력(유양경, 2010)이 낙상과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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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인의 낙상유형에는 발 걸림, 미끄러짐, 헛디딤, 휘청거림 등이 있으며 각

각의 낙상 기전과 예방 전략은 서로 다르다. 낙상 원인을 검토한 선행연구에서는

낙상발생의 대부분은 보행 중 발 걸림에 기인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Suzuki, 2001; 

Yasumura & Shinno, 1997). 발이 걸려 넘어지는 현상은 장애물 높이에 대한 인지감

각 능력과 근 골격계의 기능 저하로 의해 자신이 의도한 것만큼 고관절이나 발앞꿈

치가 들리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Robinovitch & Cronin(1999)의 연구에서도

노인은 청년들에 비해 자신의 신체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걸려 넘어지

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주의 깊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National Safety Council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서

기(standing)와 걷기(walking)에서 48%, 발걸음(steps) 또는 계단(stairs)에서 18%의 낙

상이 발생했다고 한다. 발걸음으로 인해 낙상 한 사람들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

하는 비율은 75%였다(Hoskin, 2005). 이는 보행 중 만난 장애물에 대해 걸려 넘어지

거나 헛디딤이 낙상으로 이어졌음을 말한다(유연주 외, 2014).  Shin et al.(2016)은

울퉁불퉁한 바닥을 걷거나 장애물을 넘을 때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애물의

높이를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인지한 만큼 다리를 들어 올리

지 못해 물체에 발 앞꿈치가 걸리는 것도 문제지만 장애물 높이정보를 제대로 인지

하지 못하고 다리를 과도하게 들어 올릴 경우 균형성을 잃어 낙상 위험이 높아지기

도 한다. 따라서 장애물 높이와 같은 정보를 적절하게 인지하고 반응할 수 있는 감

각통합 운동능력도 낙상 위험을 평가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애물 높이의 인지적 측면을 낙상 위험 요인과 관련하여 비교 검토한 선행

연구는 아직 보고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낙상 위험 요인의 하나로 판단

되는 장애물 높이 인지 능력을 측정하여 기존의 타당성이 검증된 낙상관련체력과

낙상경험 특성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 지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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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장애물

높이 인지능력을 검사하고 낙상위험요소와의 관련성 및 테스트의 신뢰성을 검토하

는데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연구목적 1, 남성과 여성의 낙상관련체력(악력, 하지근력, 보행능력, 유연성, 균형성, 

민첩성)과 장애물높이인지능력의 관계를 파악한다.

연구목적 2, 장애물높이인지능력과 낙상경험유무의 관계를 파악한다.

연구목적 3, 낙상위험 평가 문항과 장애물높이인지능력의 관계를 파악한다.

연구목적 4, 장애물높이인지 검사의 신뢰성을 파악한다.  

3. 연구문제

  노인의 장애물높이인지능력에 따라 낙상관련체력과 낙상경험특성이 어떠한 관련

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남성과 여성의 낙상관련체력(악력, 하지근력, 보행능력, 유연성, 균형성, 

민첩성)이 뛰어날수록 장애물높이인지능력은 정확한가?

연구문제 2, 장애물높이인지능력에 낙상경험자와 낙상미경험자 간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낙상위험 평가 문항과 장애물높이인지능력 간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장애물높이인지 검사는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가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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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를 진행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낙상경험 유무 및 낙상경험특성을 알기 위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설문지

조사를 통하여 파악하였다. 

둘째, 대상자는 특정지역의 지역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개인적인 운동 및 생활습관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5. 용어의 정의

1) 낙상

낙상은 중풍이나 기절 등 갑자기 쓰러지는 것과 젊고 건강한 사람을 넘어뜨릴 만

한 강한 외부적인 힘에 의해 넘어지는 것을 제외하고 바닥, 또는 있는 위치보다 낮

은 위치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갑작스럽게 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Tinetti et 

al., 1997). 본 연구에서 낙상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지면 혹은 보다 낮은 곳에

무릎이나 손 등이 접촉하는 것이라 정의한다. 

2) 장애물높인지능력 (Obstacle height cognition test:OHC)

본 연구에서는 일정 간격 앞에 위치한 사물의 높이를 판단하는 능력이라 정의한

다. 이는 장애물의 높이를 눈으로 확인하고,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의 높이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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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높이와 얼마나 차이가 있었는지의 정도로 나타낼 수 있다. 즉 장애물 높이

와 실제 들어 올린 다리 높이의 차이가 작을수록 장애물높이인지능력은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3) 낙상관련체력

노인의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내적 요인들 중 가변적 요인 및 외적 요인

에 해당하는 요인을 개선하는 방법 밖에 없다(Kim et al., 2014). 낙상 관련체력에는

근력, 균형성, 유연성, 보행능력, 생활기능 장애 등이 있으며 이들 체력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향상시키는 것은 낙상예방의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낙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낙상 예방을 위해 적절하게 평가하고 향상시

킬 필요가 있는 체력을 낙상관련체력이라 정의한다.

4) 낙상위험 요인

낙상 발생에 영향을 주는 내적, 외적 요인을 의미한다(최경숙, 2011). 낙상의 원인

혹은 위험 요인은 다양하며 복잡하다. 이는 낙상이 노화나 노년병, 더 나아가 물리

적 환경 등 다종다양한 요인과 상호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노년학회

(Anonymous, 2001)에서는 종합적으로 낙상의 위험요인을 정리하였으며, 낙상의 상대

적 위험도(Relative risk; RR)는 근력의 저하(RR:4.4), 낙상경험(RR:3.0), 보행장애

(RR:2.9)가 높으며, 그 외에도 시력장애, 관절염, Activities of daily living(ADL)장애, 

나이 80세 이상, 인지기능장애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낙상 발

생에 영향을 주는 내적, 외적 요인을 낙상위험 요인이라고 정의한다.

5) 낙상경험특성

본 연구에서 설문지조사를 통하여 과거의 낙상경험이 있었던 노인들의 낙상 유

형, 상해 정도, 넘어진 방향, 낙상원인 등을 낙상경험특성이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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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낙상

낙상이란 기절이나 뇌졸중 등으로 갑자기 쓰러지는 것과 젊고 건강한 사람을 넘어

뜨릴 만한 강한 외부적인 힘에 의해 넘어지는 것을 제외하고 갑자기 의도하지 않은

자세의 변화로 인해 당시의 몸의 위치보다 낮은 곳으로 넘어지거나 바닥에 눕는 것

을 말한다(Rubenstein & Josephson, 2006; Tinetti et al., 1994). 또한 외부의 힘, 의식

소실, 갑작스런 마비에 기인되어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Tinetti et al., 1988) 

김선경과 김종임(2011)은 좀 더 넓은 의미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2008)가 제

시한 "비의도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하여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는 등의

일상 활동에 지장을 준 모든 사건을 포함하는 포괄적 용어인 사고 경험 중 추락, 

미끄러짐의 경우"라 하였다. 

2. 노인의 낙상

  낙상은 노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이며, 노인의 조기사망, 신

체손상, 비가동성, 사회심리학적 기능장애의 원인이 된다(Nevitt, 1997). 또한 유병율

과 사망률에 영향을 끼쳐 신체기능의 감소를 가져온다(American Geriatric Society, 

2001). Northridge(1995)연구에 의하면 허약한 노인들이 건강한 노인들보다 2배 정도

낙상할 확률이 컸다. 하지만 건강한 노인들이라도 자세, 균형, 걸음 거리에 영향을

받아 노인들에게서는 더욱 빈번하게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노인의 25.1%가 지난 1년간 낙상을 경험하였고, 낙상경험자

의 지난 1년간 낙상횟수는 2.3회이고 낙상으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는 63.4%

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낙상으로 인해 입원한 노인의 50%가 1년

이내에 사망한다. 낙상은 매년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Fulle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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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상의 원인은 연령, 근력, 유연성, 균형감각과 보행능력 손상(Dite et al., 2002), 

만성질환, 투약중인 약물(Lawlor et al., 2003), 인지기능의 손상과 우울(Jensen et al., 

2003), 알코올 섭취, 자신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것과 같은 내적 요인과 사

회적 지지, 안전하지 않은 환경, 위험요인이 되는 행동 등의 외적인 요인으로 나누

어 볼 수 있다(Gallagher et al., 2001).

일반적으로 신체 가 넘어질 때 다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근수축

순서에 따라 근육의 수축이 활성화 되는데 반해, 노인의 경우 정상적인 순서에 따

르지 않는다. 또한 노인은 근위부에서 원위부 방향으로 근 수축이 일어나므로 균형

을 다시 회복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균형능력 저하가 낙상 및 전도를 초래

하고 나아가서 전도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감이 결여되어 신체활동이 저하되며 삶의

질이 저하된다고 하였다(Wollacott & Sumway-Cook, 1990).

노인의 낙상 원인은 연령의 증가로 관절부분의 움직임이 굳어지고, 근육활동 능

력이 감퇴되어 신체의 전반적인 균형이 흐트러지며, 근 골격계의 변화로 몸의 균형

을 유지하는 평형감각이 떨어지고, 뼈 구조의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유혜숙, 2001). 

또한 노인의 낙상 상해는 치료 이후에도 신체의 움직임, 기능적인 장애와 후유

증을 동반하며,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완치 이후에도 골절 이전의 신체 상태로 돌

아가지 못한다(Berg et al., 1997).

낙상을 이미 한 번 경험했던 노인은 다소 소극적이나 조심스러운 방법으로 장애

물을 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원인은 낙상 경험이 낙상에 대한 공포를

심화시키고 보행능력을 다소 저하시켰기 때문이라 추측된다(김미영, 2009). 이에 따

라 낙상을 경험했던 사람이 다시 낙상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정철수 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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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지기능

인지기능은 우리의 일상생활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는 능력, 상황

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 자신이 처한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으로, 인지기능의 저하는 노화과정에서 초래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

다(최승욱 외, 2009). 또한 인지기능이란 충동, 지각, 흥미, 동기, 기억, 논리, 사고, 

학습 문제 해결, 판단과 같은 정신적, 지적 과정을 의미하며 정신운동기술과 지적

기술을 포함한다(Murray & Driscoll, 1980). 특별한 질병이 없는 노인들은 전반적으

로 젊은 사람들과 같은 수준의 인지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85세 이후에는

인지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되기 시작하여 85세 이상 노인의 약 13% 정도가 중등도

내지는 중증 인지장애를 보인다(오윤선, 2008). 노인의 인지장애 유병율이 2005년

전체 노인인구의 8.3%에서 고령화 진전에 따라 2015년 9.0%, 2020년에는 노인인구

수의 증가와 함께 12.0%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는데(보건복지부, 2004) 이렇게

노인의 인지장애 이환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주의력, 기억력, 시공간 능력

등의 복합적 인지기능의 하강 속도를 늦추고 예방하는 중재를 찾는 것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전진숙, 2000). 

인지기능저하 노인의 대부분이 대뇌피질의 심한 손상으로 인하여 운동기능이 손상

되고 균형능력의 감소로 인하여 계단 오르내리기와 방향전환, 보행등의 대동작 기

능이 현저히 감소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낙상발생이 높다고 볼 수 있다(채경주, 

2010). 또한 인지기능이 저하된 경우 정상인지기능을 가진 노인보다 낙상으로 인한

기능적 회복이 좀처럼 쉽지 않으며(Horgan et al., 1998) 낙상 후 5배의 입원율을 보

인다(Morris et al., 1987).

Ruchinskas(2003)는 도시지역 대학병원 재활 센터에 방문한 165명의 노인을 낙상

경험자와 낙상 비경험자로 나누어 인지기능을 측정하는 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 낙

상을 경험한 노인군의 인지기능이 낙상을 경험하지 않는 노인군의 인지기능 보다

높아 낙상을 경험한 노인군의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있음이 나타났고 인지기능이 낙

상과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Franssen et al.(1999)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 대

상자의 인지기능의 손상 정도는 균형과 신체 통합성에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낙상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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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장애물 인지기능

Tideiksaar(1995)의 연구에서는 시각기능의 변화는 낙상을 유발하는 내적 요인으

로 연령과 함께 기능이 저하된다. 시각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리적 변화가 연

령과 관련하여 일어나고 있는데, 시력은 60세까지는 서서히 기능이 감소하지만 60

세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 시각기능의 저하와 동반되는 높이 인

지능력의 저하는 사물에 대한 거리를 판단하는 것으로 계단 등의 높이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발의 위치를 부정확하게 딛게 하여 낙상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낙상은 걷거나 방향전환을 하다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장애물을 넘다가 일어난다(Austin et al., 1999; Chen et al., 1991; Sparrow et al., 

1996). 장애물을 처음 넘는 발(leading foot)이 장애물에 걸리면 몸의 중심이 앞으로

옮겨지면서 낙상의 위험이 커지게 되므로 장애물 높이와 장애물을 넘는 발 사이의

최소 수직거리(foot clearance)는 안전한 장애물 보행의 지표가 된다고 하였다

(Sparrow et al., 1996). 

또한 김미영(2009)의 파킨슨 환자들과 노인들의 장애물 보행의 운동학적인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노인집단은 장애물 높이가 높아질수록 장애물과 장애물을 넘는 발

사이의 수직거리를 증가시켰으며, 보간을 넓히고, 엉덩이․무릎 및 발목 관절을 더

굽히면서 장애물을 넘었으며, 이는 근력과 유연성 부족, 자세 불안정, 균형이상, 인

지반응문제 등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장애물 보행 전략이라고 하였다. 

4. 낙상관련체력

낙상관련체력은 낙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낙상 예방을 위해 적절하게 평가하

고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체력이라 할 수 있다(Shin, 2017). 낙상관련체력은 연구 목

적과 대상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김영희 외(2013)는 낙상관련체력에는 근력, 균형성, 유연성, 보행능력, 생활기능장

애 등이 있으며, 이들 체력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향상시키는 것은 낙상예방의 관점

에서 대단히 중요하며 장기 요양 보험비 등 의료비를 절감시키는데 효과적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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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운동유형이 낙상관련 위험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박소영(2013)은 상체근력, 

하체근력, 민첩성, 동적 평형성, 상체유연성, 하체유연성, 심폐지구력, 평형성으로 구

분하였다. 유은정 외(2008)의 낙상골절 경험을 변인으로 한 연구에서는 상체근력, 

하체근력, 전신지구력, 유연성, 민첩성, 순발력, 밸런스를 측정하였다. 성은숙 외

(2015)는 노인 여성의 낙상 예방 체력요인과 인지능력간의 관련성에서 낙상 예방

체력요인을 균형성, 유연성, 하지 근력으로 구분하였다. 박은영과 이종하(2005)는 탄

력밴드와 스위스볼을 이용한 복합운동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낙상관련 체력으로 근

력, 유연성, 균형력, 민첩성으로 구분하였다. 성순창 외(2004)는 노년기 체력으로 ‘활

동체력’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심폐지구력을 제외한 건강관련 체력요인에 동적·정

적 평형성, 이동능력, 협응성, 민첩성, 순발력 등을 포함시켰다. 최혜정 외(2007)는

낙상빈도에 따른 여성노인의 등속성근기능, 유연성, 정적평형성, 그리고 동적반응력

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낙상관련체력을 균형성, 유연성, 

민첩성, 근력, 보행능력을 포함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4-1. 근력(악력, 하지 근력)과 낙상

송경애(2007)는 60세 이후부터 활동에 필수적인 하지와 체간부의 근력, 근육긴장

도와 지구력이 급격히 감소되어 활동능력이 저하된다고 하였다. 송경애와 문정순

(2003)은 하지 근력이 약화되면 보행속도, 균형과 계단 오르기 능력이 떨어지게 된

다고 하였다. Judge et al.(1993)은 낙상은 노화과정에 의한 하체의 약화로 인해 발생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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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보행능력과 낙상

Rubinstein & Josephson (2006)은 노인의 낙상은 불안정한 보행, 허약, 혼돈 등과

같은 한 개 이상의 명확한 위험요인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위험요인

에 대한 개선과 발견은 낙상 발생을 유의하게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보행은 주의력의 간섭 없이 행해지는 자동적 움직임이라 생각되지만 앉은 자

세, 서기 보다 높은 주의력을 요한다(Lajoie et al., 1993). 

4-3. 유연성과 낙상

노인의 운동을 포함한 신체활동은 평형성, 유연성을 향상시키고(Cavani et al., 

2002)신경근의 기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Hakkinen & Hakkinen, 1995; Taaffe et 

al., 1999) 낙상의 발생을 줄인다(Buchner et al., 1997; Province et al., 1995)고 하였다. 

4-4. 균형성과 낙상

Murphy et al.(2003)은 균형능력은 낙상의 내인성 요인으로서, 노인 낙상을 예견

할 수 있는 유용한 요소 중 하나로 균형능력이 낮을수록 낙상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Gauchard et al.(2003)은 노화는 체력저하 및 전반적인

신체기능의 저하를 불러옴으로써 시선조절 능력이 저하되거나 자세의 불안정으로

인한 신체 균형 조절 능력이 약화되고, 이는 낙상 위험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하였

다. 이정구(1999)는 신체의 균형을 잡는 감각기관은 체성감각계, 시각계, 전정계 등

으로, 이들로 들어오는 구심성 정보가 중추신경계에서 통합 조절된 후 안구와 사지

운동의 반사적 조절을 유발하여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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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민첩성과 낙상

전미양(2001)은 노화로 인한 노인의 균형능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는 신경계의

변화로 인한 자극 반응기간과 신경전도속도의 느림 등이라고 보고 하였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요인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은 균형능력을 향상시키고

낙상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낙상은 무작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Evans, 1990) 나빠진 평형성, 근육 약화, 느려진 반응시간과 같은 생리학적

손상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일어난다(Carter et al., 2001)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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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1: 낙상관련체력과 장애물 높이 인지능력과의 관계 및 ICC검토 (n=100)

표1. 연구대상자의 특성

　
n

연령 (세) 신장 (cm) 체중 (kg)

　 M SD M SD M SD

여성 36 73.4 5.2 152.8 4.9 57 8.5

남성 64 75 4.4 165.8 5.1 67 10

표 2. 연구대상자의 특성 

　

n

연령 (세) 신장 (cm) 체중 (kg)

　 M SD M SD M SD

여성 40 75.9 4.6 151.6 4.1 56.1 7.8

남성 60 76.1 4.4 166.0 5.1 67.1 10.3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필요성을 통해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의 과

제를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직립 보행이 가능한 U시 지역거주 노인 100명을

편의 모집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신체 기능적 범위는 ADL수행에 부분적으로 제약

을 받는 허약한 노인에서부터 일상생활을 지장 없이 영위할 수 있는 건강한 노인까

지를 포함하였으며 대상자의 특성은 표1, 표2와 같다. 

연구과제 2: 낙상위험요소(설문지 조사)와 장애물 높이 인지능력과의 관계(n=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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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과제 및 측정도구

노인의 장애물높이인지능력 검사와 낙상위험요소와의 관련성을 조사하기 위해 다

음과 같은 실험과제와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1) 장애물높이인지능력

영상시스템을 이용하여 녹화를 하였다. 1.5m 전방에 위치한 장애물의 높이를 인

지하고 실제로 들어 올린 다리 높이 간 차이를 측정하였으며 장애물의 높이는 5cm, 

10cm, 20cm이며 장애물 제시 순서는 랜덤으로 실시하였다. 시행간 신뢰성을 측정하

기 위해 총 2회 측정을 하였으며, 평균 값을 본 연구의 데이터 처리에 사용하였다. 

직립이 불안정한 노인을 위하여 실험자의 우측에 보조대를 설치하였다. 

[그림 1] 장애물높이인지 능력 측정

좌측부터 5cm, 10cm, 20cm의 장애물 설치 시 녹화된 화면

[그림 2] 장애물 높이 인지 능력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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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낙상관련체력

2-1) 악력 및 하지근력

악력은 검지의 제 2관절이 거의 직각이 되도록 폭을 조절한 후 바로 선 자세에서

팔을 자연스럽게 내리게 하였으며, 악력계가 몸이나 옷에 닿지 않도록 하여 악력계

를 흔들거나 몸을 비틀지 않도록 하였다. 좌1, 우1, 좌2, 우2의 순서로 측정하였다.

[그림 3] 악력 측정

하지근력은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로 측정하였다. 의자에 앉아 가슴 앞에서 양

손을 교차시킨 후 ‘시작’과 동시에 양 무릎이 완전하게 뻗을 때까지 일어선 후 다시

의자에 앉는 횟수를 측정하였다. 측정시간은 1회 30초로 하였다. 

[그림 4] 하지근력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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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보행능력 (10m 빨리 걷기, Timed up and Go test; TUG)

10m 빨리 걷기는 스타트 라인 2m앞에서 출발시킨 후 계측 시작지점으로부터

10m까지의 보행시간을 2회 측정하였다. 

TUG test 측정을 위해 대상자는 의자의 중앙부보다 약간 앞에 앉은 상태에서 두

손을 다리 위에 올리고 준비하며 ‘시작’과 동시에 의자에서 일어선 후 3m 앞의 콘

을 돌아 다시 의자에 앉을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였다. 일련의 동작을 빠른 속도

로 2회 실시하였다. 

[그림 5] 보행능력 측정

2-3) 유연성(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

엉덩이와 상체를 벽에 똑바로 붙이고 앉아 무릎을 편다. 팔을 쭉 편 상태에서

0(zero)세팅을 한 후 앞으로 윗몸을 굽힌다. 측정은 2회 실시하였다. 

[그림 6] 유연성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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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균형성(눈 뜨고 한발 서기)

양손을 허리에 대고 ‘시작’과 동시에 한발을 들어 올려 한발 서기 자세를 취하게

하였으며, 다리는 전방으로 약간 들어 올리고 (5cm~10cm), 지지하기 편한 발로 2회

측정을 실시하였다. 120초를 넘긴 경우에는 1회만 실시하고 중단하였다. 

[그림 7] 균형성 측정

2-5) 민첩성(전신반응시간)

발판 위에서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선채로 빛 자극에 의한 신호가 주어지면 제자

리에서 가볍게 점프한다. 자극신호가 주어져 발바닥이 매트에서 떨어지기까지의 시

간을 측정하였으며, 제자리에서 점프가 불가능한 경우는 앉은 자세에서 실시하였다. 

측정은 총 5회 실시하였다.



- 19 -

[그림 8] 민첩성 측정

3) 낙상위험평가 설문지(Suzuki, 2003)

Suzuki(2003)의 Fall risk assessment를 이용하여 낙상경험유무를 비롯한 낙상위험

요인을 조사하였다.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지역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 낙

상위험 상황을 스크리닝하고 낙상예방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낙상발

생과 관련이 높은 요인(낙상위험요인)을 다수 가지고 있는 경우 낙상위험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3. 실험절차

본 연구는 노인의 장애물높이인지 능력검사와 낙상위험요소의 관련성을 알기 위

한 연구이다. 연구 실시에 앞서 연구계획과 방법에 대하여 울산대학교 생명윤리위

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IRB No. 1040968-A-2017-010), 연구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조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서에 서명을 얻었다. 연구 대상

자가 측정장소에 도착한 후, 혈압측정, 몸 상태 및 건강상태에 대한 문진을 실시하

였으며 측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연구대상자에 대해 측정을 실시하였다. 검사자는

연구 대상자 옆에서 항시 대기하였으며 측정 도중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피로를 호

소할 경우 신속하게 측정을 중단하고 안정을 취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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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처리

본 연구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의 기술통계량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냈다. 장

애물높이인지능력과 낙상관련체력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의 적률상관계수

를 산출하였으며, 남녀 간 체력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성별을 나누어 실시하

였다. 낙상경험유무를 비롯한 낙상위험 평가에 따른 장애물높이인지능력의 차이를

알기 위해 독립t검정을 실시하였다. 장애물높이인지능력의 측정 시행간 신뢰성을 검

토하기 위하여 급내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 ICC)를 산출하였다. 사

후검증에는 Tukey’s HSD법을 사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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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낙상관련체력과 장애물높이인지능력검사의 상관관계 (남성)

한발서기 악력
무릎

신전력
10m 보행 CS-30 유연성 전신반응

5cm -.139 -.243 -.568* .467* -.163 -.286 .639*

10cm -.023 -.112 -.008 .029 .047 -.269 .199

20cm -.143 -.262 -.428 .004 -.094 -.191 .121

*: <0.05, CS-30: 30-s chair stand 

Ⅳ. 연구 결과

1. 낙상관련체력과 장애물높이인지능력의 관계

낙상관련체력은 성별에 따라 결과가 다를 것이라 판단하여 남, 녀 구분하였다. 남

성의 낙상관련체력과 각 장애물간 상관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 <표3>과 같다.

남성의 5cm 장애물 높이는 무릎신전근력, 10m 보행, 전신반응시간과 유의한 상관

관계를 나타냈다. 

10cm 장애물 높이의 경우 한발서기, 악력, 무릎신전력, 10M보행, CS-30, 유연성, 

전신반응에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20cm 장애물 높이에 있

어서 한발서기, 악력, 무릎신전력, 10M보행, CS-30, 유연성, 전신반응에서 유의한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여성의 낙상관련체력과 각 장애물간 상관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 <표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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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낙상관련체력과 장애물높이인지능력검사의 상관관계 (여성)

한발서기 악력
무릎

신전력
10m 보행 CS-30 유연성 전신반응

5cm -.123 -.018 -.256* .310* -.231 .124 .450*

10cm .001 .012 -.008 -.184 -.074 .209 .191

20cm -.231 .138 -.013 -.216 -.166 -.076 .070

*: <0.05, CS-30: 30-s chair stand 

여성의 5cm 장애물 높이는 무릎신전근력, 10m 보행, 전신반응시간과 유의한 상관

관계를 나타냈다. 

10cm 장애물 높이의 경우 한발서기, 악력, CS-30, 무릎신전력, 10m보행, 전신반응, 

유연성에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20cm 장애물 높이에서도 마찬가지로

한발서기, 악력, CS-30, 무릎신전력, 10m보행, 전신반응, 유연성에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2. 낙상경험유무와 장애물높이인지능력 간 관계

<표5>는 낙상위험 설문지 결과에 따른 장애물 높이 인지능력의 차이를 검토한 결

과이다. 낙상경험 유무에 따른 높이 차이(문항 No.1)는 5cm 높이에서만 나타나 낙상

경험자가 미경험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였다. 10cm, 20cm 높이는 낙상경

험자가 미경험자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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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낙상위험 평가 문항 결과에 따른 장애물 높이 인지능력의 차이 

NO. 문항내용
　 Yes NO

t-value
Height Mean SD Mean SD

2
횡단보도를 파란신호 동안 건널 수 

있습니까?                   

5cm 1.94 2.03 1.18 1.00 2.22 *

10cm 2.91 2.26 2.39 1.62 1.25

20cm 3.26 2.41 2.92 1.87 .76 　

3
１ km 정도를 쉬지 않고 걸을 수 

있습니까?            

5cm 2.07 2.28 1.33 1.16 2.11 　

10cm 3.10 2.42 2.44 1.71 1.53

20cm 3.21 2.23 3.05 2.17 .35 　

　표 5. 낙상경험유무와 장애물높이인지능력의 관계

NO. 문항내용

낙상경험자 미경험자

t-value
Height Mean SD Mean SD

1
지난 1 년간 넘어졌습니까?         

        

5cm 2.54 2.75 1.34 1.12 3.11 *

10cm 3.46 2.50 2.37 1.69 2.45

20cm 3.93 2.60 2.83 1.89 2.34 　

3. 낙상위험 평가 문항 결과와 장애물높이인지능력 간 관계

<표6>의 No. 2 ‘횡단보도를 파란신호 동안 건널 수 있습니까’, ‘No.10 수면제, 강

압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습니까?’ 의 두 문항의 경우 5cm 높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2번 문항에서는 낙상 미경험자가 경험자에 비해, 10번 문항에서

는 낙상 경험자가 미경험자에 비해 높은 값은 나타냈다. 

No.8 ‘뇌졸중을 일으킨 경험이 있습니까’, No.11 ‘일상생활에서 샌들이나 슬리퍼

를 자주 신습니까?’ 의 두 문항의 경우 20cm 높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낙상경험자가 미 경험자에 비해 높은 값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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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발로 선 채로 양말을 신을 수 

있습니까?                      

5cm 1.92 2.16 1.52 1.53 .98 　

10cm 2.69 1.73 2.72 2.12 -.07

20cm 3.52 2.58 3.01 2.06 .95 　

5
물에 젖은 타올, 헹주를 세게 짤 수 

있습니까?               

5cm 1.55 1.63 2.07 2.04 -1.10 　

10cm 2.61 1.86 3.12 2.73 -.88

20cm 3.00 2.13 3.68 2.36 -1.11 　

6
지난 1 년간 입원한 적 있습니까?   

              

5cm 1.35 1.40 1.94 1.96 -1.72 　

10cm 2.52 1.79 2.86 2.23 -.83

20cm 2.95 2.12 3.29 2.24 -.75 　

7 현기증이 난 적이 있습니까?       

            

5cm 1.45 1.55 2.09 2.01 -1.66 　

10cm 2.72 1.93 2.69 2.20 .07

20cm 2.97 2.04 3.56 2.48 -1.20 　

8 뇌줄중을 일으킨 경험이 있습니까?

5cm 1.60 2.00 1.65 1.66 -.09

10cm 3.30 2.40 2.60 1.94 1.17

20cm 4.27 2.51 2.92 2.08 2.11 *

9
당뇨병을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까?  

                   

5cm 1.77 1.82 1.53 1.59 .69 　

10cm 2.76 2.04 2.64 1.99 .29

20cm 3.34 2.38 2.89 1.97 .99 　

10

수면제, 강압제(혈압 내리는 약), 

정신안정제를 복용하고 있습니까?  

            

5cm 1.89 1.85 1.22 1.33 1.87 *

10cm 2.97 2.16 2.24 1.65 1.71

20cm 3.36 2.40 2.70 1.71 1.43 　

11
일상생활에서 샌들이나 슬리퍼를 

자주 신습니까?           

5cm 1.72 1.96 1.58 1.47 .39 　

10cm 3.09 2.28 2.37 1.71 1.74

20cm 3.87 2.36 2.47 1.81 3.27 *

12

눈은 잘 보이십니까

（신문이나 사람 얼굴 등）?       

         

5cm 1.82 1.99 1.54 1.50 .78 　

10cm 3.29 2.25 2.32 1.75 2.32

20cm 3.43 2.52 2.94 1.90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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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귀는 잘 들리십니까 (대화 등)?     

                        

5cm 1.61 1.77 1.77 1.53 -.37 　

10cm 2.73 2.03 2.57 2.01 .32

20cm 3.23 2.18 2.75 2.23 .89 　

14

집 안에서 발이 걸리거나, 

미끄러 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5cm 1.46 1.45 1.92 1.99 -1.27 　

10cm 2.58 1.88 2.87 2.19 -.66

20cm 3.30 2.33 3.04 1.99 .55 　

15

넘어짐에 대한 불안감이 큽니까? 

혹은 넘어지는 게 두려워 외출을 

꺼리신 적이 있습니까?　     

5cm 1.83 1.98 1.58 1.47 .69 　

10cm 2.82 2.26 2.68 1.84 .32

20cm 3.37 2.43 2.88 1.97 1.05 　

*: p<.05

4. 장애물높이인지능력의 시행간 신뢰성

장애물높이인지능력의 시행간 신뢰성을 검토하기 위해 급내상관계수(ICC)를 구한

결과는 <표7>과 같다. 5cm, 10cm, 20cm 장애물의 세 조건 모두 ICC가 0.7이상으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이 연구의 이후 통계처리에서는 2시행의 평균값

을 대표 값으로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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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장애물높이 인지 검사의 2 시행간 신뢰성

　 1 시행 　 2 시행
ICC

　 Mean SD 　 Mean SD

5cm

　

1.84

　

1.91

　

　 1.67

　

1.74

　

0.73

　　

10cm

　

2.98

　

2.80

　

　 3.72

　

2.93

　

0.81

　　

20cm

　

3.62

　

2.52

　

　 3.35

　

2.30

　

0.79

　　

ICC: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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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고령 사회가 되면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아짐에 따라, 낙상 또한 노년기

의 관심사가 되면서 그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이혜솜, 2015). 하지만

낙상리스크를 사전에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부족하여 다양한 요인을 바탕으로 개

인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낙상예방책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Shin et al., 

2015a; 2016a; 2016b). 낙상의 3분의 2는 잠재적으로 예방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

관련 요인을 사전에 평가 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낙상 위험 요인의 하나로 판단되는 장애물높이인지능력을 측정하

여 기존의 타당성이 검증된 낙상관련체력과 낙상경험 특성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

지 검토하였다.

낙상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사전 평가 도구를 개발한 연구는 저조한 반면에 낙상

관련체력을 정의하여 체력을 향상시켜 예방을 해야 된다는 연구와 낙상유무와 여러

가지 낙상체력을 비교 분석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다. 정진욱과 최혜정(2009) 

은 낙상유무에 따른 여성 노인의 기능체력 및 하지근력 대칭성에 대해 분석하였으

며, 손남정 외(2017)는 넘어짐 예방 운동이 여성노인의 체력, 자세, 낙상효능감에 미

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또한 김남정(2013)은 필라테스 매트운동이 근위축 비만 노

인의 낙상관련체력과 노화관련호르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사전연구를 참고로 본 연구에서는 낙상관련체력 요소로 균형성, 유연성, 민첩성, 

하지근력, 악력 및 보행능력을 선정하였으며, 이러한 체력과 장애물높이인지능력과

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노인의 낙상경험유무에 따라서 장애물높이인

지능력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애물높이인지능력이 검

사자간 신뢰성을 알아보기 위해 시행 간 신뢰성도 검토하였다. 이러한 연구 분석

과정을 통하여 장애물높이인지능력이 낙상 리스크를 사전에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의

하나로 적합한지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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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상관련체력과 장애물높이인지능력의 관계

  여성과 남성 공통적으로 5cm의 장애물높이에서 무릎신전력, 10M보행시간, 전신반

응시간(민첩성)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인체는 60세 이후부터 활동에 필수적인 근력, 근육긴장도, 그리고 지구력이 급격

히 감소되어 활동능력이 저하되지만 특히, 하지근력의 감소는 보행속도, 균형능력, 

계단오르기 능력에 영향을 주며(Sohng & Moon, 2003), 낙상사고의 주요원인(Lee et 

al., 1996)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낙상관련체력이라고 정의 내린 무릎신전

력, 보행능력 또한 하지근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행의 변화

는 건강한 노인들에게서 크게 발견되지 않으며(Hageman & Blanke, 1989), 결함은 기

능적 제한이 있거나 낙상위험이 높은 사람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다고 한다(Wolfson, 

1985). 낙상경험군과 미경험군을 비교 검토한 선행연구에서는 근력, 특히 하지근력

의 차이를 대표적 결과로 제시하고 있다. 즉, 하지근력의 감소는 낙상 위험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송경애와 최동원, 2007).

보행속도와 낙상과의 관련성을 검토한 Schrager et al.(2008)의 연구에서는 낙상의

위험이 있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낙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보행

시 양 발 너비를 더욱 증가시키게 된다고 하였다(Schrager et al., 2008). 이러한 연구

를 바탕으로 손호희와 김은정(2013)의 연구에서는 환경적 위험으로부터 낙상을 피

하기 위해 발 각도를 크게 하여 기저면을 넓힘으로써 안정성을 되찾으려 한다고 보

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낙상경험자는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양 발

너비를 증가시키면서 보행속도가 늦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전신반응시간과 장애물높이인지능력에서도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이

는 낙상은 노인의 느려진 반응시간과 같은 생리학적 손상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일

어난다는 Carter(2001)의 연구와 같이 느려진 반응속도 또한 낙상을 발생시킬 수 있

는 요인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최성재(1997)는 노인은 노화로 인해 정확성을 중요시

하고 신체적, 심리적 매커니즘이 약해지며, 지각 및 신체근육운동이 느려 시행착오

를 되풀이 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확실성을 기하기 위하여 보다 조심성 있게 행동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느린 신체반응속도에 따른 행동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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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반응시간은 전방의 빛을 확인하고 민첩하게 제자리에서 점프하기까지 걸린 시

간을 말한다. 빛이 깜박였다는 정보를 시각을 통해 받아들이고 근 수축을 통해 반

응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인지기능이 작용하게 되는데, 이는 장애물 높이 인지능력

에 필요한 인지기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전신반응시간은 낙상 위

험성이 큰 상황에서 넘어지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민첩하게 행동해야 할 때 필요

한 요소이다. 보행 중 발이 걸리거나 장애물을 발견한 경우 재빨리 낙상회피동작을

취할 수 있는 지 여부는 낙상을 경험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이와 같이 장애물높이인지능력은 낙상관련체력들 중 특히 하지근력, 보행능력, 전

신반응시간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체력의 저하는 낙상잠재성, 인

지기능, 신체기능, 질병등과 같은 다른 요인들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상호 결과적

으로 나타난다. 즉 노화와 노화에 따른 비 활동성에 의해 장애물 높이 인지능력, 하

지근력, 보행능력, 민첩성 등이 저하되며 이러한 체력의 저하는 낙상위험을 높이는

대표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낙상경험유무와 장애물높이인지능력의 관계

낙상경험유무와 장애물높이인지능력의 관계에서는 세 개의 조건 모두 낙상경험자

가 낙상미경험자에 비해 장애물높이인지에서 높은 차이를 내었지만, 5cm의 장애물

높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Austin et al.(1999)은 젊은이를 대상으로 네 가지

높이(0cm, 3.1cm, 7.6cm, 12.6cm)의 나무로 만든 장애물을 넘는 보행 실험을 하였고

이중 7.6cm와 12.6cm 높이의 장애물이 낙상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하였으며, 

McFadyen와 Prince(2002)는 11.75cm의 장애물 높이에서 노인 집단이 젊은이 집단에

비해서 장애물을 먼저 넘는 발과 장애물간의 최소 수직거리가 현저하게 짧게 나타

났다고 하였으며 이 높이는 미국 내의 모퉁이 및 주차 턱의 높이로서, 보행자 중심

의 도로 디자인 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김미영(2009)은 노인과 파킨슨환자를 상대로 0, 2.5, 5.2, 15.2cm의 장애물보

행을 연구한 결과 15.2cm 높이의 장애물을 대했을 때 다른 장애물 높이 보다 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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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시도를 포기하거나 장애물을 밟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들은 장애물에 대해 넘어야 한다는 공포를 가지고 있고, 노인들의 삶

의 질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들은 보행 시 관절가동범위, 하지근력의 감소로 인해 보폭이 작아지고, 발이

지면에 닿거나 지면에서 떨어질 때 발 앞꿈치와 뒤꿈치가 충분히 들리지 않으며, 

지지 기저면을 확보하기 위해 보각을 넓혀(좌우로의 흔들림을 크게 하며) 걷는 특징

이 있다. 이러한 보행의 특성은 낙상 위험과도 관련이 깊은데 특히 노인들은 계단

이나 높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기 보다는 낮은 문턱이나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는 장애물의 높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본인이 생

각한 대로 발 앞꿈치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 낙상위험평가문항과 장애물높이인지능력의 관계

‘수면제, 강압제(혈압내리는 약), 정신안정제를 복용하고 있습니까?’라는 문항에서

5cm 장애물높이에서 낙상경험자가 낙상미경험자에 비해 높은 값을 나타났다. Poe 

et al.(2007)에 의해 개발된 존스 홉킨스의 낙상위험평가도구 중 약물에 관한 항목은

항고혈압제, 수면제, 진정제, 마약, 항전간제, 변연하제, 기타 정신과 약물 등 낙상

고위험군의 약물이 1개이면 3점, 2개이상은 5점을 부여하게 된다. Sai et al.(2010)의

연구에서도 약물복용이 낙상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하였으며, 특히 낙상군의 낙상발

생 보고서에서 보고된 약물로는 경구용 혈당강하제, 진통제, 항정신약물, 항불안제

의 빈도가 높았다고 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의 문항 중 수면제, 강압제, 정

신안정제는 이미 낙상 고위험군의 약물이라 판단되어 있으며 본 연구 결과로도 알

수 있듯이 낙상경험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0cm의 장애물에서 낙상미경험자에 비해 낙상경험자의 값이 높게 나타났던 문항

은 ‘뇌졸중을 일으킨 경험이 있는가?’이다. Rapport et al.(1993)에 의하면 뇌졸중 환

자들은 근력의 약화, 균형감각의 저하, 보행기능의 장애, 인지기능과 공간감각의 저

하 등 포괄적인 기능장애를 가진다고 한다. 뇌졸중 후의 증상으로는 근육의 비정상

적인 감소, 근력 약화 및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며 보행 및 계단 오르기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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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능적 활동 수행능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harp & Brouwer, 1997).  또

한 보건복지부(2003)에 의하면 뇌졸중은 비가역적인 신경학적 변화로 인하여 만성

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하므로 노인의 뇌졸중은 삶의 질을 낮출 뿐만 아니라

낙상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편마비, 언어장애 등의 후유증을 보이는 만성 질병 중의

하나라고 하였다. 여러 가지 뇌졸중과 낙상과 관련된 연구와 본 연구에서의 뇌졸중

과 장애물인지의 결과로 알 수 있듯이 뇌졸중과 낙상은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 샌들이나 슬리퍼를 자주 신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해서

20cm장애물높이에서 낙상경험자가 낙상미경험자에 비하여 높은 값을 나타냈다. 엄

기매(2004)에 의하면 보행은 지지력 없는 신발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며 보행 중

발의 전반적인 역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적절한 신발은 발의 안정성을 최

대화한다고 하였다. 낙상은 보행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발을 최대한 지

지해줄 수 있는 신발을 신는 것은 낙상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유진(2007)의 노

인들의 신발유형이 보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에서는 TMW(Ten meter 

walk test)실험 결과 발과 발목에서 충격흡수가 적어 보행 시 많은 에너지 소비

(Ebbeling et al., 1994)로 인하여 슬리퍼의 보행능력이 고무신, 단화에 비해 좋지 않

았다고 하였다. 앞선 연구와 같이 신발과 보행능력 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으며 보

행능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낙상과의 관계도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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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장애물높이인지능력 검사와 낙

상위험요소들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장애물높이인지능력이 낙상리스크를 사전에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서 타당한지 알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1.5m 전방에 위치한 장애물의 높이를 인지하고 실제로 들어 올린

다리 높이 간 차이를 측정하여 낙상관련체력인 악력, 하지근력, 보행능력, 유연성, 

균형성, 민첩성과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Suzuki(2003)의 Fall risk 

assessment를 이용하여 낙상위험유무를 비롯한 낙상위험 요인과의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자료 분석은 SPSS20.0을 이용하여 피어슨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

으며, 두 집단의 비교분석으로 독립 t검정을 실시하였다. 사후검정으로는 Tukey’s 

HSD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 문제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물높이인지능력은 낙상관련체력들 중 특히 하지 근력, 보행능력 및 민

첩성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낙상 경험자는 미경험자에 비해 장애물 높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

향을 보였다. 낙상 경험자는 특히 5cm의 낮은 장애물 높이에서 장애물 높이와 실

제 들어 올린 다리 높이 간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낙상위험평가문항 중 수면제, 강압제, 정신안정제 복용과 뇌졸중경험, 샌들

과 슬리퍼 착용의 잦은 정도를 묻는 문항에서 낙상 위험성이 높은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장애물 높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였다.

넷째, 장애물 높이 인지 검사의 2시행 간 신뢰성은 높았다. 

노인의 낙상위험요소를 낙상관련체력, 낙상유무, 낙상위험 평가 문항으로 나누어

장애물높이인지능력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세 개의 위험요소 모두 장애물높이인

지능력과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33 -

본 연구에서는 5cm, 10cm, 20cm의 3조건을 설정하여 추정오차를 절대 값으로

계산하였다. 따라서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여 장애물높이 설정의 유효성, 장애

물높이의 과대추정, 과소추정을 구분하여 결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세 개의 위험요소 모두 성별을 구분하여 장애물높이인지능력과 관계를 검토할 필요

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추후 인지기능이 저하된 혹은 허약한 노인과 비교, 검

토하여 인지능력 향상과 운동능력 향상을 접목시킨 낙상예방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낙상방지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상의 결론을 종합해 보았을 때, 장애물 높이 인지 검사는 낙상위험요인을 평가

하는 검사의 하나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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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별： 남　・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연    령：　  만　  　　세

　　

■지난 1년간 몇 번 넘어지셨습니까?  (낙상경험)　　　　　 （　　　　　）회

※낙상(넘어지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손이나 무릎등이 지면, 혹은 그 보다 낮은 곳에 접촉한 경우

를 말합니다.

★넘어진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신 분께 여쭙겠습니다.

　　　　　　　　　　　　　　　　　　　　　　　

　■ 넘어진 방향, 상처의 정도는 어땠습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괄호안에 기입해 주세요)　　　　　　　　

　　　　　　 

　원인：１．미끌어졌다　 ２．발이 걸려서　 ３．휘청거렸다　 ４．의식을 잃었다　５．밀렸다     (        )    

　

  방향：１．앞으로 넘어졌다　２．엉덩방아를 찧었다（뒤로）　３．옆으로 넘어졌다.　            (        )   

　

  상처：１．다치지 않았다. ２．타박상・염좌 (발삠)  ３．골절　                                 (        )   

■２번 이상 넘어진 분은 다음 질문에도 답변 해 주십시오.

　  　　　　　　

원인：１．미끌어졌다　 ２．발이 걸려서　 ３．휘청거렸다　 ４．의식을 잃었다　５．밀렸다　

( 2번째 :       )    ( 3번째 :        )

　방향：１．앞으로 넘어졌다　２．엉덩방아를 찧었다（뒤로）　３．옆으로 넘어졌다.　     

( 2번째 :       )    ( 3번째 :        ) 

　

  상처：１．다치치 않았다. 　２．타박상・염좌 (발삠)  ３．골절　

( 2번째 :       )    ( 3번째 :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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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정기적인 운동을 어느정도 하고 있습니까?         (         ) 

　

１．하고 있지 않다    ２．주 1회정도　　３．주 2～3회정도　　 ４．거의 매일

★정기적으로 운동하고 계신 분께 여쭙겠습니다.

　■ 그 운동은 어느정도의 강도입니까?         (         ) 

　   

１．숨이 많이 차는 정도　 ２．약간 숨이 차는 정도　   ３．땀 흘리지 않을 정도

　■ 그 운동을 어느정도 지속하고 있습니까?         (         ) 

　 

   １．3년이상　　 ２．１～２년　　 ３．반년～１년　　 ４．３개월～반년　

５．３개월미만

■ 한 주에 몇 번정도 외출하십니까?         (        ) 

　

１．하지 않음    ２．주 1회정도　　 ３．주 2～3회정도　　　４．거의 매일

■ 정기적인 교실에 참가하고 있습니까?         (        ) 

　１．운동교실에 참가하고 있다　　

  ２．문화교실（노래、꽃꽂이、노래방 등）에 참가하고 있다　

　３．하고 있지 않다

★낙상에 관한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낙상리스크 조사항목）

1. 지난 1년간 넘어졌습니까? 예 아니오

2. 횡단보도를 파란신호 동안 건널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

3. 1km정도를 쉬지 않고 걸을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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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발로 선 채로 양말을 신을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

5. 물에 젖은 타올, 행주를 세게 짤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

6. 지난 1년간 입원한 적 있습니까? 예 아니오

7. 현기증이 난 적 있습니까? 예 아니오

8. 뇌졸중을 일으킨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9. 당뇨병을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0. 수면제, 강압제(혈압내리는 약), 정신안정제를 복용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11. 일상생활에서 샌들이나 슬리퍼를 자주 신습니까? 예 아니오

12. 눈은 잘 보이십니까?（신문이나 사람 얼굴 등) 예 아니오

13. 귀는 잘 들리십니까?（대화 등) 예 아니오

14. 집 안에서 발이 걸리거나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5．넘어짐에 대한 불안감이 크거나 넘어지는 게 두려워 외출을 꺼리신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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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측정항목                                   ID：              

신장　　　　　   cm 체중             kg　　　　

한발서기 초 체지방율　　　　　　　  %

악력

오른쪽①        kg 

오른쪽②        kg

왼  쪽①        kg　 

왼  쪽②        kg

무릎신전근

력

오른쪽①        kg　 

오른쪽②        kg

왼  쪽①        kg　 

왼  쪽②        kg

10m 보행
①          초
　
②          초

TUG
①　　　　　　초　　 

②            초

CS-30
           

           회
유연성

①　　　  　  cm　　 

②　　　　  　cm

전신반응 ① ② ③ ④ ⑤

조사항목 기입누락 확인                  □
확인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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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Fall Risk Factors and 

Obstacle Height Cognition Ability 

Hye Min, Lee

Major in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University of Ulsa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association between test of obstacle 

height cognitive ability of the elderly in communal society and falling risk factors 

and to determine whether obstacle height cognitive ability was valid as instrument 

to assess falling risk in advance. The participants were the senior citizens of 100 

who could do erect bipedalism and resided in U city convenience-sampled. The 

participants recognized the height of obstacle located in the front of 1.5m, and 

thus difference between heights of lifted leg was directly measured. It was 

examined whether there was association between physical fitness relevant to 

falling, i.e., grip strength, leg strength, gait ability, flexibility, balance, and agility 

and heights of lifted leg measured, and association between falling risk factors 

including falling risk or not and heights of lifted leg measured was identified 

using Fall risk assessment which Suzuki(2003) developed.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independent sample t-test, and Tukey’s HSD of post-hoc test were 

carried out using SPSS20.0. 

The findings of the results showed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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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obstacle height cognitive ability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physical fitness 

relevant to falling, i.e., leg strength, gait ability, and agility especially.

Second, the elderly who experienced falling was not likely to recognize the 

height of the obstacle accurately compared to the elderly who non-experienced 

falling, and particularly the elderly who experienced falling reported the large 

difference between the height of lifted leg and the obstacle height in case of low 

height of 5 cm.

Third, the elderly who run a high risk of falling did not accurately recognize the 

height of obstacle on sleepling pill, hypotensor, tranquilizer, and cerebral stroke or 

not, frequency wearing sandal or sleeper among questions of falling risk 

assessment test than the elderly who run a low risk of falling.  

Fourth, reliability between two repeated tests on obstacle height cognitive ability 

indicated satisfactory level.

When association between falling risk factors or the elderly classified into 

assessment questions of physical fitness relevant to falling, falling or not, and 

falling risk and obstacle height cognitive ability was analyzed, all three risk 

assessment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obstacle height cognitive ability. 

Collectively, the study suggested that obstacle height cognitive ability test could 

be a sort of test instrument which evaluated falling risk factors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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