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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에게 직  돌 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시설노인의 낙상을 방하고 낙상

으로 인한 상해를 최소화하기 해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를 한 낙상 방 로그램을 개발하 으며 

낙상 방교육 로그램이 요양보호사의 낙상 련 지식, 낙상 련 부담감  낙상 방 돌 행 에 미치는 효

과를 검증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낙상 방교육 로그램은 4주 로그램으로 주 1회 80분씩 총 4회 실시

하 다. 로그램 효과를 검증하기 해 2012년 7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C지역의 A장기요양시설 요양

보호사 실험군 24명, B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조군 23명, 총 47명을 상으로 로그램 용 ·후 사

·사후 조사를 실시하 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9.0 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 편차, χ2-test와 Fisher’s exact probability test, independent t-test, ANCOVA로 분석하 다. 연구결

과, 낙상 방교육 로그램을 받은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는 교육을 받지 않은 요양보호사에 비해 낙상

방교육 로그램 용 후 낙상 련 부담감이 감소하 으며, 낙상 련 지식과 낙상 방 돌 행 가 증가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낙상 방교육 로그램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낙상 련 지식과 낙

상 방 돌 행 를 증진하고 낙상 련 부담감을 완화하는 한 로그램으로 노인노인요양시설 노인의 

낙상 방을 한 요양보호사의 교육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있다 하겠다. 

■ 중심어 :∣노인요양시설∣요양보호사∣낙상예방∣낙상관련 지식∣낙상관련 부담감∣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Fall Prevention Education Program (FPEP) 
on those providing direct care in elderly care facilities regarding fall-related knowledge, fall-related burden, 

and caring behaviors for fall prevention. The FPEP developed in the study was implemented for 80 minutes 
per session and four sessions in total. Participants included a total of 47 subjects, 24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23 in the control group. The program was implemented from July 16 through August 31, 2012. 

Data were analyzed using χ2-tests, Fisher’s exact probability tests, independent t-tests, and analyses of 
covariance using the SPSS/Win 19.0 program. According to the pre-and post-test,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the program showed an increase in fall -related knowledge (t=6.71, p<.001), a decrease in 

fall-related burden (t=-2.31, p=.026), and an increase in caring behaviors for fall prevention (F=49.50, 
p<.001) a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e results of the study demonstrated that the FPEP developed 
for those providing direct care in elderly care facilities was an effective intervention for decreasing 

fall-related burden and increasing fall-related knowledge and caring behaviors for fall prevention.

■ keyword :∣Care Facility∣Caregiver∣Fall Prevention∣Fall related Knowledge∣Fall related 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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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낙상은 65세 이상 노인의 상해로 인한 사망과 외상으

로 인한 응 센터 방문의 주요 원인이며[1] 노인의 조

기사망, 신체손상, 비가동성, 사회 심리학  기능장애, 

요양원 입소 등으로 이어져 노인의 건강을 하는 심

각한 문제이다[2]. 더욱이 낙상은 생물학 , 행동 , 환

경 , 사회경제  요인들이 복합 으로 작용하여 발생

한다[3].  노인은 특히 노화과정에 따른 생리 인 변화

와 만성질환들로 인해 다른 연령층보다 낙상의 험이 

높아지고[4] 낙상  그로 인한 합병증은 의료비용의 

증가로 이어져[1] 노인 돌 제공자의 각별한 돌 과 주

의를 필요로 한다. 

노인의 낙상 발생율을 보면, 재가 노인의 1/3이 낙상

을 경험하고 있는 반면, 노인요양시설 노인의 50% 이

상[5], 65.9%[6]가 매년 낙상을 경험하고 있어 지역사회

보다는 노인요양시설에서 낙상 발생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낙상으로 인한 신체 인 손

상은 9-15% 정도이다[4]. 하지만 낙상으로 인한 신체

인 손상이 없는 경우에도 노인요양시설 돌 제공자에 

의한 활동 제한과 부동은 합병증 발생 험을 높인다

[7]. 게다가 낙상 두려움 때문에 시설노인 스스로도 활

동을 제한하게 되어 건강에 부정 인 결과를 래한다

[8]. 그러나 낙상은 다행히도 부분 방 가능한 문제

이므로[1] 노인요양시설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하는 낙상사고를 이기 해서는 노인에게 직  돌

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 략을 찾아내는 

일이 무엇보다 요하다 하겠다.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는 입소 노인의 식사와 

목욕 도움, 이동  체  변경 등 일상생활을 도와주고, 

신체 기능 유지와 증진  환경 리를 담당하고 있어

[9], 시설노인에게 낙상이 발생하 을 때 최  반응자는 

요양보호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노인요양시설 

노인의 낙상 방을 해서는 노인 당사자 뿐 아니라 직

원을 한 낙상 방교육이 필요하다[2]. 이는 낙상 방

교육에 낙상에 한 설명과 효과 인 개입에 직원을 포

함시켜야 한다는 Phillips 등[10]의 주장과도 상통한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는 노인을 가까이에

서 돌보는 인력으로 간호사가 교육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상이므로 노인요양시설 노인의 낙상 험을 확

인하고 낙상 방의 직 인 돌 을 제공하기 해서

는 요양보호사를 상으로 한 낙상 방교육 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더욱이 낙상에 한 지식 제공은 낙상 방활동에 참

여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낙상 방행 를 

이행할 수 있게 하므로[11] 낙상 방 로그램의 교육목

표를 달성하기 해서는 문  지식과 로그램 수행 

기술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노인 돌 제공자에

게 노인의 낙상경력은 부담으로 작용하여 심리  고통

을 래한다[12]. 돌 제공자는 낙상에 한 두려움 때

문에 낙상을 방지하고자 노인에게 신체 인 제한이나 

억제를 시도하게 된다[7]. 한 넘어진 상자를 바닥에

서 일으켜 세우고 이동하는 과정은 신체 으로는 돌

제공자의 근골격계의 건강문제를 래하고 심리 으로

는 불안이나 걱정, 낙상 두려움을 갖게 하여 돌 제공

자를 힘들게 한다[13]. 따라서 노인에게 직 돌 을 제

공하는 돌 제공자의 낙상에 한 부담감은 신체  부

담 뿐 아니라 심리  부담까지 갖게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 까지 시행된 낙상 방교육 로그램을 보

면, 연구 상 부분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이었

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된 후 장기요양기  

평가지표  낙상 방이 안 리의 평가요소에 포함

됨에 따라[14] 최근 그 요성이 부각되면서 노인요양

시설의 낙상 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노

인요양시설의 1차 돌 제공자인 요양보호사를 상으

로 이론과 실습을 포함한 3시간 분량의 낙상 방교육

을 실시한 후 요양보호사의 낙상 지식  인식을 조사

한 연구[15]와 교육 로그램이 직  돌 제공자의 낙상

방에 한 지식에 미치는 효과[16] 연구로 일회성 집

단교육 후 요양보호사나 돌 제공자가 지각하는 낙상 

 낙상 방에 한 지식과 인식에 에 맞추어져 있

었다. 따라서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가 돌 제공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낙상 련 부담감이나 노인의 

낙상 방  돌 행 에 한 효과 검증연구는 미흡하여 

이에 한 연구가 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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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직  돌 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를 한 낙상 방교육 로그램을 개발하여 

낙상 방의 요성과 낙상 방  처 방법, 돌 제공

자의 낙상 련 부담감을 완화하기 한 운동이나 이동

방법 등을 교육하고 그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노인요양

시설 노인의 낙상 방  간호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를 상으로 한 낙상

방교육 로그램을 개발한다. 

둘째, 낙상 방교육 로그램이 노인요양시설 요양 

보호사의 낙상 련 지식, 낙상 련 부담감  

낙상 방 돌 행 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3. 연구가설  
첫째, 낙상 방교육 로그램에 참가한 실험군은 

조군보다 낙상 련 지식이 증가할 것이다. 

둘째, 낙상 방교육 로그램에 참가한 실험군은 

조군보다 낙상 련 부담감이 감소할 것이다. 

셋째, 낙상 방교육 로그램에 참가한 실험군은 

조군보다 낙상 방 돌 행 가 증가할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를 상으로 

낙상 방교육 로그램을 용하여 낙상 련 지식, 낙

상 련 부담감  낙상 방 돌 행 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비동등성 조군 후설계에 의한 유사실험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C지역에 소재하고 30명 이상의 요양보호

사를 고용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이 다른 두 개의 노인장

기요양시설을 편의 추출하여 해당 기 의 승인과 조

를 통해 상자를 모집하 다. 상자는 요양보호사 자

격증이 있고 본 연구목 을 이해하고 참여를 수락한 자

로 선정하 으며 A장기요양시설을 실험군, B장기요양

시설을 조군으로 할당하 다.

본 연구의 최소 표본크기는 G*Power 3.1.3[17] 로

그램 을 이용하여 두 독립집단 평균의 차이(difference 

between two independent means-two group), 

One-tailed test, Effect size γ=0.8, α=0.05, Power(1-

β)=0.8로 했을 때 21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표본크기 산

정 시 Effect size를 γ=0.8로 제시한 이유는 국내 노인요

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수가 부분 30명을 

넘지 않고 선정된 상자  탈락률을 고려하게 됨에 

따라 큰 효과크기를 기 으로 표본크기를 산정하게 되

었다[18]. 더욱이 부분 기존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

하는 재가노인 상 연구나 소수의 시설노인 상 연구

로 연구 상이 다르고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표

집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실 인 상황을 고려하여 

표본크기를 산정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참여를 수락한 실험군 26명, 

조군 25명 상자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외래진료

나 입원 등으로 1회 이상 결석한 상자를 제외하고 실

험군 24명, 조군 23명 총 47명을 최종분석에 활용하

다. 본 연구 상자의 탈락률은 7.8%이었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요양보호사의 낙상 련 지식, 낙상

련 부담감  낙상 방 돌 행 를 측정하는 한 

련 선행 도구가 없어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도구를 

개발하 다. 먼 , 노인의 낙상  낙상 방에 한 내

용은 Tideiksaar[4]의 문헌을 기 로 노인의학이나 노

인간호학, 국내ㆍ외 낙상 련 문헌을 고찰한 자료를 

근거로 구성하 으며, 여기에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

호사 10명을 상으로 한 1, 2차 질 면담 자료를 내용

분석한 결과를 더하여 각 도구의 문항에 한 안을 

작성하 다. 그 다음 각 도구의 특성을 반 할 내용을 

보완하기 해 국내ㆍ외 문헌을 추가로 고찰하여 문항

안을 보충하 다. 특히 The American Geriatric 

Society[19]의 'Clinical practice guideline: prevention 

of falls in older persons'는 낙상 련 지식과 낙상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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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단계 내용 

도구개발
및
검정

예비문항 작성 
￭ 각종 선행연구 및 문헌고찰
￭ 노인요양시설 간호사 2인과
   요양보호사 8인을 대상으로 

   질적 면담
↓

예비문항 수정 및 보완 ￭ 요양보호사 10인 대상으로 
   문장의 이해도 난이도 확인

↓

예비문항의
내용타당성 검정

￭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 검정(1, 2차)

↓

예비조사 ￭ 요양보호사 3인 대상으로 
   예비조사

↓

최종 문항 선정 후 본 조사
↓

 신뢰도 검정

그림 1. 낙상관련 도구개발 절차

돌 행 의 문항보완에 참고자료로 활용하 고, Arai 

et al[20]의 ‘Zarit caregiver burden'은 낙상 련 부담감 

문항보완에 참고자료로 활용하 으며, 낙상 방 돌

행 는 보건복지부[14]의 재가장기요양기  평가 련 

각종 지침  자료와 신경림 등[21]의 문헌을 문항보완

의 참고자료로 활용하 다. 이러한 보완과정을 통해 구

성된 문항은 국문학 공자를 통해 언어의 선택과 문장

의 논리  흐름에 해 자문을 받아 보완하여 1차 문항

을 구성하 다. 이 게 구성된 1차 문항은 다시 장기요

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10명을 통해 문장의 난

이도와 내용의 이해도를 확인한 후 문항을 약간 수정·

보완하 다. 수정·보완된 문항은 노인간호학 교수 1인, 

재활의학과 의사 1인, 노인 문간호사 3인의 문가 집

단을 통해 내용 타당도를 검정하여 내용타당도 지수

(Content Validity Index, CVI)를 산출하 으며 체 문

항  0.8 이하인 낙상 련 지식 2문항을 삭제한 후 총 

57문항을 2차 문항으로 선정하 다. 이 게 선정된 2차 

문항은 다시 장기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3명을 상으

로 한 비조사를 통해 낙상 련 지식 1문항을 이해하

기 쉬운 문장으로 수정·보완한 후 최종 문항을 완성하

여 본 조사를 실시하 다[그림 1]. 

3.1 낙상관련 지식
낙상 련 지식은 노인의 낙상에 해 배우거나 실천

을 통해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를 말하는 것으

로, 낙상 개념과 험요인, 낙상결과, 낙상 방 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22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그

다’는 1 , ‘아니다’는 0 으로 총 0-22 의 범 를 나

타내 수가 높을수록 낙상 련 지식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3.2 낙상관련 부담감
낙상 련 부담감은 요양보호사가 노인돌 제공 과정

에서 낙상에 해 느끼는 부담감으로, 신체  부담감과 

심리  부담감  낙상 후 처부담에 한 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6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항

상 그 다’ 4 에서 ‘  그 지 않다’ 1 인 4  

Likert 척도로 총 16-64 의 범 를 나타내 수가 높

을수록 낙상 련 부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73이었다. 

3.3 낙상예방 돌봄행위
낙상 방 돌 행 는 요양보호사가 노인의 낙상 방

을 해 돌 을 제공하는 행 로, 낙상 험요인 사정

역, 낙상 방 계획 역, 낙상 방 정보제공  돌 행

 실천 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9문항으로 이루어

졌다. 각 문항은 ‘항상 그 다’ 4 , 에서 ‘  그 지 

않다’ 1 인 4  Likert 척도로 총 19-76 의 범 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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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 수가 높을수록 낙상 방 돌 행 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85이었다.

4. 연구진행절차
4.1 프로그램의 개발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를 한 낙상 방교육 로그램

의 개발을 해 비교육 로그램을 작성하여 문가 

내용타당도를 검증한 후 내용을 수정  보완한 후 

비조사를 거쳐 로그램을 완성하 다.

낙상 방교육 로그램은 Tideiksaar[4]의 노인의 낙

상과 련된 포 인 내용을 기 로 기본틀을 작성한 

후 낙상 련 추가문헌을 분석하여 노인의 낙상 요인, 

련 문제와 결과, 노인의 낙상문제 해결을 한 돌

제공자의 낙상에 한 처방법이나 노인의 낙상 방

을 한 이동  운동방법 등의 내용을 정리하여 요양

보호사를 한 총 4회의 낙상 방교육 로그램의 안

을 작성하 다. 

한 돌 제공자 측면에서 노인의 낙상 련 문제에 

한 교육요구나 련 문제 들을 악하기 해 노인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10명을 상으로 시설노인의 

낙상 방을 한 교육요구에 한 인터뷰를 시행하

다. 그 결과, 노인요양시설 돌 제공자들은 노인의 질환

에 따른 낙상 험요인, 노인의 낙상 방을 한 환경

인 재, 노인의 보행보조기 리, 노인의 낙상 방을 

한 운동 등에 한 교육요구가 나타났다. 이후 문헌

고찰을 통해 작성된 로그램 안과 노인요양시설의 

돌 제공자의 면담결과를 통합하여 요양보호사를 한 

비 낙상 방교육 로그램을 구성하 다. 구체 인 

낙상 방교육 로그램은 노인의 낙상과 험요인, 노

인의 낙상 결과와 처  략, 노인의 낙상 방을 

한 균형운동과 하지근력운동, Thera Band를 이용한 발

목강화운동  하지 운동, 그리고 국립재활원[22]의 

낙상 방체조 동 상으로 구성하 다. 노인의 이동시 

낙상 방 략은 성남시노인보건센터[23]의 교육정보개

발부에서 개발한 편마비 환자와 보호자를 한 일상생

활 동작가이드 DVD를 이용하 고 상자 이동  안

한 보행보조기 사용법에 한 내용은 大田 仁史와 三

好 春樹[24, 25]의 ブック 新しい介護 基本のき(새로운 

어기술) 책과 DVD 내용을 참조로 로그램을 구성

하 다. 한 요양보호사의 낙상에 한 신체 인 부담

감을 완화하기 해서는 요양보호사를 한 요부안정

화운동을 로그램에 포함하여 구성하 다. 

4.2 예비조사 
본 연구에서는 안으로 작성된 요양보호사를 한 

낙상 방교육 로그램은 노인간호학 교수 1인, 재활의

학과 의사 1인, 노인 문간호사 2인, 물리치료사 1인으

로 구성된 문가 집단을 통해 내용타당도를 검증하

다. 본 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1차 개발된 낙상 방교

육 로그램의 난이도와 이해수 , 용시간과 방법의 

문제  등을 악하기 해 본 연구 상자와 동일한 

조건의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3명을 상으로 비

조사를 실시하 다. 비조사 후 요양보호사의 신체

인 부담감을 이기 한 노인의 이동 부분은 교육자료 

보다는 이해하기 쉬운 동 상의 부분을 보완하 다. 최

종 개발된 요양보호사를 한 낙상 방교육 로그램은 

Power point로 제작하 으며, 이  요양보호사와 노인

을 한 운동이나 이동은 시청각자료나 동 상 자료를 

활용하 다. 한 운동이나 이동의 동작은 지속 인 

용을 해 사진으로 제작하여 코 한 후 노인요양시설

의 교육장소 벽에 붙여놓았으며 요부안정화운동 련 

자료는 코 하여 개별 으로 제공하 다. 최종 요양보

호사를 한 최종 낙상 방교육 로그램은 노인의 낙

상  낙상 험요인, 노인의 낙상 결과와 처 략, 요

양보호사의 낙상 련 부담감 완화를 한 운동법, 요양

보호사를 한 노인의 낙상 방법 I, II, 요양보호사를 

한 노인의 보행보조로 구성하 다[표 1].

4.3 사전조사
본 연구는 실험군과 조군 모두에게 연구목 을 설

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연구참여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 다. 본 연구는 로그램 시행에 앞서 구조화된 설

문지를 이용하여 상자의 일반  특성, 낙상 련 지식, 

낙상 련 부담감  낙상 방 돌 행 에 해 사 조

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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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주제와 내용 시간(분) 방법
1 ￭ 노인의 낙상 및 위험요인                           - 낙상예방프로그램의 목적 

                                                    - 낙상의 정의와 발생률
                                                    - 노인의 낙상 사례
                                                    - 노인의 낙상위험요인
                                                    - Q & A, 주제 내용 요약 

80 강의
토의
퀴즈

2 ￭ 낙상의 결과와 대처                                - 낙상의 결과
                                                    - 낙상발생 시 대처방법 및 낙상관련 부담 완화
                                                    - 낙상발생 후 위험요인 재평가
                                                    - 낙상예방을 위한 전략 
                                                    - Q & A, 주제 내용 요약 

80 강의 
토의
퀴즈

3 ￭ 요양보호사의 낙상관련 부담감 완화를 위한 운동법   - 요부안정화운동
￭ 요양보호사를 위한 노인의 낙상예방법 I             - 노인의 낙상예방을 위한 균형운동
                                                    - 노인의 낙상예방을 위한 하지근력강화운동
                                                    - 노인의 낙상예방을 위한 발목강화운동
                                                    - Q & A, 주제 내용 요약

80 강의
실습
시청각 
자료

4 ￭ 요양보호사를 위한 노인의 낙상예방법 II             - 낙상예방을 위한 노인의 하지관절운동
￭ 요양보사를 위한 노인의 보행보조                   - 보행장애 노인의 이동 
                                                   - Q & A, 주제 내용 반복 

80 강의
실습
시청각 
자료

표 1. 요양보호사를 위한 낙상예방교육프로그램

4.4 실험처치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를 상으로 낙상 방교육 로

그램을 총 4주 용하 으며 교육은 해당 노인요양시

설의 교육실에서 매회 80분이 소요되었다. 국내ㆍ외 선

행연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의 돌 제공자를 상으로 

교육 로그램을 실시한 9편의 논문  5편이 일회성 교

육이었고 3주는 1편, 6주는 2편, 12주는 1편으로 1회 교

육시간은 20분에서 90분으로 연구마다 차이가 있었으

나 부분 1시간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낙상 방교육

로그램 요구조사 내용이 다양하 고 실험군 노인요양

시설 기 에서 요양보호사 집단교육을 한 교 근무 

조정이 어려워 주기 인 교육이 장기간 이루어지기에

는 실 인 문제가 있어 기 의 조 하에 4주로 하되 

주당 80분으로 교육시간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교육 

요구도를 충족하고자 하 다.   

낙상 방과 련된 지식을 제공하는 첫 2주 교육은 

Power point 자료를 통해 이루어졌고 요양보호사의 신

체  낙상 련 부담감 완화와 노인의 낙상 방을 한 

운동법이나 이동은 동 상을 상 한 뒤 본 연구자가 시

범을 보이고 요양보호사가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

으며 잘못 이해된 부분은 개별 으로 교정해주었다. 

한 매주 로그램이 끝날 때는 그날의 주요 내용에 

해 퀴즈를 내서 풀게 하 으며 2주 로그램부터는 

로그램 시작 에도 이 의 내용에 해 퀴즈를 풀게 

하 으며 주요 내용은 반복하여 교육하 다.  

1주 로그램은 상자가 로그램의 목 과 내용을 

이해하고 연구자와 친 감을 형성하는 단계로 요양보

호사가 알고 있는 낙상에 해서 자연스럽게 표 하도

록 하고, 노화로 인한 변화와 낙상의 개념  이해, 낙상 

험요인에 한 반 인 지식에 한 내용의 요성

을 인식시켰다. 한, 로그램 참여를 통해 얻고자 하

는 바를 이야기함으로써 로그램 참여를 통한 목표를 

갖도록 하 다. 2주 로그램은 노인요양시설에서 일어

나는 노인의 낙상결과와 처방법, 노인의 낙상 방을 

한 략에 한 교육을 시행하 다. 1주와 2주에는 

교육내용을 가지고 퀴즈를 풀어보며 요양보호사의 

심과 참여를 높이도록 하 고 주요 내용을 인지하도록 

하 다. 3주 로그램은 요양보호사의 낙상 련 부담감

을 이기 해 신체  불편감을 완화시키기 한 요부

안정화운동과 노인의 낙상 방을 한 균형운동, 하지

근력강화운동, 발목강화운동을 설명하고 시범을 보이

고 잘못된 부분은 교정해주고 연습을 시행하도록 하

다. 4주 로그램은 보행장애 노인의 이동과 보행보조

기 사용법, 노인의 낙상 방을 한 하지 운동을 설

명하고 시범을 보 으며 2명이 짝을 이루어 연습하도

록 하 다. 로그램 마지막에는 체 로그램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후, 로그램 종료 후에도 지속 으로 

노인의 낙상 험요인을 확인하고 낙상 방 략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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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범주 실험군(n=24) 대조군(n=23) χ2 or t  pn(%) or M±SD n(%) or M±SD
근무경력(년) 2.24 ± 1.46 3.59 ± 2.08 -2.58 .013
나이(년) 51.17 ± 4.33 51.09 ± 5.95 0.05 .958
교육수준 중졸  5(20.8) 7(30.4) 1.01 .602

고졸 15(62.5) 14(60.9)
대졸 이상 4(16.7) 2(8.7)

건강상태 아주 좋다 6(25.0) 1(4.3) 6.84 .077
조금 좋다 7(29.2) 4(17.4)
보통이다 10(41.7) 14(60.9)

신체적 불편감
 정도 

별로 좋지 않다 1(4.1) 4(17.4)
약함 11(45.8) 4(17.4) 5.03 .081
중간 10(41.7) 12(52.2)
심함 3(12.5) 7(30.4)

-기간(년) 1.05 ± 0.86 1.53 ± 1.27 -1.53 .134
-불편감 부위 목, 어깨 8(33.4) 9(39.1) 1.37 .505

허리 11(45.8) 12(52.2)
팔, 다리 5(20.8) 2(8.7)

 낙상관찰 경험 예 22(91.7) 22(95.7) 0.31 .576*
아니오 2(8.3) 1(4.3)

- 횟수 2.04 ± 2.05 2.70 ± 1.92 -1.13 .266
*Fisher’s exact test

표 2.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N=47)

할 수 있도록 지지와 격려를 제공하 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낙상 방교육 로그램은 연구자

가 직  실시하 으며 기 의 극 인 조로 교육진

행의 어려움은 거의 없었다. 

4.5 사후조사
본 연구는 실험군에게 제공된 4주간의 실험처치가 끝

난 직후에 실험군과 조군 모두에게 사 조사와 동일

한 방법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연구자가 직

 사후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조군에

게 사후조사를 한 후에는 낙상 방교육 로그램의 주

요 부분을 요약하여 교육을 실시하 다.

5.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2년 7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으며 사 조사, 실험처치, 사후조사의 순으

로 연구를 진행하 다. 자료수집을 해 C 지역의 G 장

기요양시설과 E 장기요양시설 기 의 조를 얻어 본 

로그램에 참여할 요양보호사 명단을 받았으며 이들

을 상으로 본 연구의 목 과 방법, 연구 참여와 련

된 윤리  측면을 설명 후 참여의사를 밝히고 서면 동

의한 상자에게만 구조화된 설문지 통해 자료를 수집

하 다. 설문조사는 연구자에 의해 일 일 면 에 의해 

이루어졌다. 

6.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PC


 19.0 

Windows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상자의 일반 인 특성은 실수와 백분

율, 평균과 표 편차를 구하 고 실험군과 조군의 일

반 인 특성에 한 사  동질성 검정은 χ-test와 

Fisher’s exact probability test,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 다. 둘째, 변수의 정규성 검증은 Kolmogorov- 

Smirnov 검증에서 모두 정규성 검증을 만족하여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 다. 셋째, 낙상 방 로그

램이 낙상 련 지식, 낙상 련 부담감과 낙상 방 돌

행 에 미치는 효과는 실험군과 조군 간의 사 , 사후 

차이 값을 비교하기 해 ANCOVA로 분석하 다. 

7.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자료 수집을 한 설문지의 연구 참여 동의

서에 상자가 서명한 후 설문지에 응답하게 함으로써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를 위한 낙상예방교육프로그램이 낙상관련 지식, 낙상관련 부담감 및 낙상예방 돌봄행위에 미치는 효과 785

변수
실험군(n=24) 조군(n=23)

t p
M±SD M±SD

낙상관련 지식 16.71 ± 2.80 15.35 ± 2.96  1.62 .113
낙상관련 부담감 31.46 ± 5.33 32.91 ± 4.18  -1.04 .305
낙상예방 돌봄행위 49.17 ± 5.14 45.61 ± 5.57  2.28 .028

표 3.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                                                                          (N=47)

변수 그룹
사 사후 사후-사  

M±SD M±SD M±SD

낙상지식 Exp.(n=24) 16.71 ± 2.80 21.00 ± 1.44 4.29 ±2.26
Con.(n=23) 15.35 ± 2.96 14.91 ± 2.94 -0.43 ±2.57

낙상부담감 Exp.(n=24) 31.46 ± 5.33 29.33 ± 4.10 -2.13 ±4.82
Con.(n=23) 32.91 ± 4.18 33.52 ± 3.48 0.61 ±3.14

낙상예방 
돌봄행위 

Exp.(n=24) 49.17 ± 5.14 53.88 ± 4.78 4.71 ±5.03
Con.(n=23) 45.61 ± 5.57 44.57 ± 3.94 -1.04 ±3.32

표 4. 그룹간 종속변수의 사전ᆞ사후점수 차이                                                               (N=47)

연구의 윤리  측면을 고려하 다. 연구 참여 동의서에

는 본 연구의 참여가 자발 으로 이루어지고 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철회가 가능하며 수집된 자료

를 연구 목 으로만 사용할 것과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

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설명하 다. 

Ⅲ. 연구결과

1.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정
1.1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본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에 한 실험군과 조

군의 동질성 검정 결과를 보면, 근무경력, 연령, 교육수

, 건강상태, 신체  불편감(기간, 부 ), 낙상 찰 경

험( 찰 횟수)은 두 군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표 2].

1.2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
본 연구 상자의 종속변수에 한 실험  동질성 검

정 결과를 보면, 낙상 련 지식은 실험군 16.71±2.80 , 

조군 15.35±2.96 이었고, 낙상 련 부담감은 실험군 

31.46±5.33 , 조군 32.91±4.18 으로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낙상 방 돌 행

는 실험군 49.17±5.14 , 조군 45.61±5.57 으로 두 

군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p=.028)를 나타냈다[표 

3].

2. 가설 검정
2.1 제 1가설
본 연구에서 “낙상 방교육 로그램에 참가한 실험

군은 조군보다 낙상 련 지식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낙상 방교육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경우 낙상 련 지식 수가  16.71±2.80 에

서 21.00±1.44 으로 증가하 으나 조군의 경우 

15.35±2.96 에서 14.91±2.94 으로 감소하여 두 군 간

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t=6.71, p<.001) 제 1가설이 지지

되었다[표 4]. 

2.2 제 2가설  
본 연구에서 “ 낙상 방교육 로그램에 참가한 실험

군은 조군보다 낙상 련 부담감이 감소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낙상 방교육 로그램에 참

여한 실험군의 경우 낙상 련 부담감 수가 

31.46±5.33 에서 29.33±4.10 으로 감소하 으나 조

군의 경우 32.91±4.18 에서 33.52±3.48 으로 증가하

여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t=-2.31, p=.026) 제 

2가설이 지지되었다[표 4].  

2.3 제 3가설 
본 연구에서 “낙상 방교육 로그램에 참가한 실험

군은 조군보다 낙상 방 돌 행 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낙상 방교육 로그램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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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낙상지식
공변량(근무기간) 28.141 1 28.141 5.905  .019
주효과(집단) 456.896 1 456.896 95.874 <.001
오차 209.685 44 4.766
합계 15937.000 47

낙상부담감
공변량(근무기간) 18.752 1 18.752 1.301  .260
주효과(집단) 140.328 1 140.328 9.734  .003
오차 634.320 44 14.416
합계 47149.000 47

낙상예방
돌봄행위

공변량(근무기간) 0.482 1 0.482 .040  .843
공변량(사전검사) 343.674 1 343.674 28.278 .000
주효과(집단) 505.077 1 505.077 41.559 <.001
오차 522.595 43 12.153
합계 116206.000 47

표 5. 그룹간 종속변수의 공분산분석                                                                        (N=47)

여한 실험군의 경우 낙상 방행  수가 49.17±5.14

에서 53.88±4.78 으로 증가하 으나 조군의 경우 

45.61±5.57 에서 44.57±3.94 으로 감소하여 두 군간

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F=49.50, p<.001) 제 3가설은 지

지되었다[표 4][표 5].

Ⅳ. 논 의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를 한 낙상

방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시설노인의 낙상 방을 해서는 돌 제공자를 한 

낙상 방 로그램 개발과 함께 이들에 한 교육이 

요함을 입증하 다. 

특히 노인을 한 낙상 방 로그램에 한 선행연

구는 국내외 으로 많이 이루어졌으나 노인요양시설에

서 노인에게 직  돌 을 제공하면서 노인의 낙상발생

을 가장 먼  경험하게 되는 요양보호사를 상으로 한 

국내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행한 본 연구의 요양보

호사를 한 낙상 방교육 로그램의 효과검증 연구는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정착해 가는 시 에

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돌 제공자를 상으로 낙상 방 로그램 효과를 검

정한 국외의 연구를 보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시설 

직원을 상으로 2일 동안 워크샵을 통해 시설의 안

과 환경 인 재, 보행보조기의 사용, 보행  이동, 정

신과 인 약물 등에 한 교육 로그램을 용한 후 낙

상과 낙상으로 인한 손상을 측정한 결과, 3개월 후 시설

노인의 낙상으로 인한 손상은 었으나 통계 으로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6]. 한 간호사나 간호

조무사를 상으로 표 화된 간호지침을 기반으로 6주

간 낙상력을 작성하게 하고 낙상 유발요인  방조치

를 평가하는 다원 인 훈련을 실시한 후 노인에게 개별

인 재를 용하게 한 후 시설노인의 낙상율을 측정

한 결과, 낙상율은 교육 에 비해 교육 후 감소하 으

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7]. 

이는 돌 제공자의 역할과 수 을 고려하지 않고 간호

사와 간호조무사, 직원을 노인 돌 제공자라는 획일

인 기 에서 낙상교육 로그램을 용하고 돌 제공자

의 낙상 련 부담감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 으로 시설

노인의 낙상 방을 한 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의 로그램 효과를 얻지 못한 것으

로 사료된다. 따라서 노인요양시설 노인의 낙상 방을 

효율 으로 하기 해서는 노인돌 제공자의 역할이나 

수 , 낙상 련 부담감을 고려한 맞춤형 로그램 개발

을 통한 교육이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한편, 본 연구에서 낙상 방교육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조군보다 낙상 련 지식 수가 통계 으

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낙상 방 로그램이 

요양보호사의 낙상 련 지식을 증진시키는데 효과 이

었다는 신 일과 김훈주[15]의 연구와 싱홈 돌 제공

자를 상으로 낙상 련 비디오 시청을 통한 낙상 방

교육 후 낙상지식이 증가하 다는 Fleck과 Forrester 

[1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이를 볼 때 낙상 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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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로그램은 돌 제공자의 낙상 방에 한 지식을 

증진하는데 효과 인 재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싱

가포르 병원의 간호사를 상으로 ‘낙상 방 실행 지침’

의 장해요인을 조사한 결과, 직원의 지식과 교육  동

기 부여 부족이 요한 장해요인의 하나로 밝 짐에 따

라 이를 개선하기 해서는 낙상 방의 요성, 낙상 

험요인의 식별, 낙상 험요인의 평가  평가를 수

행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재에 해 교육이 필요하다

는 Koh 등[28]의 주장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낙상 방교육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

은 조군보다 낙상 련 부담감 수가 통계 으로 유

의하게 감소하 다. 이와 련하여 선행연구에서는 노

인의 돌 제공자를 상으로 낙상 련 부담감을 조사

하거나 낙상 방 로그램을 용한 연구가 부재하여 

본 연구결과와 비교 분석하는데 제한이 있다. 그러나 

Fitzgerald 등의 연구[7]에 따르면, 돌 제공자의 낙상

련 부담감은 노인의 활동 제한으로 이어지고 노인은 

이로 인해 근육 축이나 탈조건화, 생활 리듬의 불균

형이나 변화로 낙상과 일상생활수행능력을 감소할 수 

있다고 하 다. 한 돌 제공자들은 노인을 바닥에서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어깨나 허리에 부상을 입었으

며[13]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건강실태 조사 결과

에서도 허리․등과 어깨와 같은 근골격계 부 에서 

88.8%가 통증이 있음을 보고[29]함에 따라 노인요양시

설의 돌 제공자는 노인의 낙상발생에 한 두려움으

로 낙상에 한 신체 , 심리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노인의 활동 제한이나 

낙상재발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문제 을 안고 있어 

이에 한 재 략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었다. 따라서 

노인요양시설의 돌 제공자가 경험하는 낙상 련 부담

감을 완화하기 해서는 낙상에 한 올바른 인식과 함

께 한 낙상 방 략이 지속 으로 제공되어져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 낙상 방교육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

은 조군에 비해 낙상 방 돌 행  수가 통계 으

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 하지만 돌 제공자를 상으

로 낙상 방 로그램 재를 통한 낙상 방 돌 행  

효과를 측정하는 선행연구가 부재하여 본 연구결과와 

비교 분석하는데 제한이 있다. 노인을 상으로 한 

부분의 연구에서는 낙상 방 로그램이 낙상에 한 

심각성을 인지하게 하여 낙상 방행 가 증가한다고 

보고하 다[30-32]. 반면, 입원 노인의 경우, 낙상 방 

련 교육을 받은 상자와 받지 않은 상자간에 낙상

방행  수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노인

을 상으로 한 낙상 방교육이 반복 이고 정확한 내

용 달이 필요함을 시사해[33] 낙상교육이 행 로 바

로 연결되는 것에서는 노인과 돌 제공자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노인요양시설에서 노인 

돌 의 최일선에 있는 돌 제공자로 하여  낙상을 

방하기 해서는 요양보호사를 상으로 한 낙상

방 로그램이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더욱이 

노인요양시설 직원을 상으로 12주 동안 낙상 방 

질 리 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시설노인의 낙상률

이 감소한 Anderson 등[34]의 연구결과를 비추어 볼 

때, 노인요양시설 노인의 낙상률을 감소하기 해서

는 돌 제공자를 한 낙상 방교육이 필요함을 뒷받

침해 주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 개발

한 요양보호사를 한 낙상 방교육 로그램은 요양보

호사의 낙상 련 지식 뿐 아니라 낙상 련 부담감에도 

정 인 변화를 나타냈으며 낙상 방 돌 행 에서도 

실천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행 의 변화를 가져와 낙상

방교육 로그램이 노인요양시설 노인의 낙상 발생을 

일 수 있는 안임을 제시하여 주었다. 더욱이 본 

연구가 요양보호사를 상으로 노인의 낙상  낙상

방에 한 교육  지식 뿐 아니라 노인의 낙상 방

을 한 다양한 운동 로그램과 요양보호사 자신의 

낙상부담완화를 한 운동 로그램을 포함한 낙상

방교육 로그램을 개발  용한 국내 첫 연구라는 

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 개발된 요양보호사를 한 낙상 방교육 로그램

은 노인요양시설 장의 돌 제공자들에게 노인의 

낙상 방을 한 실무지침의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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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에게 직  돌 을 제공

하는 요양보호사를 한 낙상 방교육 로그램을 개발

하여 용함으로써 요양보호사로 하여  노인낙상을 

바르게 인식하고, 노인의 낙상 방을 해 한 돌

을 제공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워 낙상 방을 한 

한 돌 행 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요양시설 내에서 

낙상발생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하 으며, 더불

어 노인 돌 과정에서 경험하는 요양보호사의 낙상

련 부담감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

서 개발한 낙상 방교육 로그램은 노인의 낙상에 

한 개념  이해, 노인의 낙상결과  처, 노인의 낙상

방을 한 다양한 운동방법  보행보조, 요양보호사

의 낙상 련 부담감 완화를 한 운동법이 포함되어 있

다. 이러한 낙상 방교육 로그램을 용한 결과, 노인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들은 노인의 낙상 련 지식 뿐 

아니라 낙상 방 돌 행 가 향상되었으며 요양보호사

들이 경험하는 낙상 련 부담감이 감소하는 효과를 나

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낙상 방교육 로

그램은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돌보는 

노인의 낙상 방에 정 인 향을 주는 한 로

그램이라 할 수 있겠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

자 한다. 첫째,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입소노인의 낙상

방을 해 요양보호사를 상으로 지속 이고 반복

인 낙상 방교육 로그램을 용하여 재기간에 따른 

지속효과와 함께 낙상발생률을 탐색하는 연구를 제언

한다. 둘째,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

보호사에게 낙상 방 로그램을 용하여 두 군 간의 

로그램 효과를 비교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마지

막으로 낙상 방교육 로그램에 환경  요인을 포함한 

통합  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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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분야> : 노인간호, 노인건강증진, 치매/여성노

인, 노인간호  생명윤리, 질 연구, 보완 체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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