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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정원을 이용한 원예작업치료가
노인의 낙상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 of Horticultural Occupational Therapy Using Healing 
Garden on Fall Efficacy in the Elderly

박우권*, 김미영**

Woo Kuon Park*, Mi Young Kim**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치료 정원을 이용한 원예작업치료가 노인의 낙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

는 경기도 소재 P 요양원에서 2019년 4월부터 8월까지는 노인 시설 이용자 31명에게 적용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31명 중 무작위로 실험군 16명과 대조군 15명으로 선정하였다. 실험군 프로그램은 매주 4회는 낙상교육과 근력운동

으로 구성된 낙상 프로그램과 매주 1회는 치유정원에서 원예작업프로그램을 총 15주 동안 시행하였고, 대조군은 매주

5회 30분씩 낙상교육을 총 15주 동안시행하였다. 실험군의 낙상 효능감은 프로그램 시행 전 평균이 29점에서 실시

후 평균이 34.50점으로 5.50점 증가 하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p=0.000). 낙상프로그램만 진행한 대

조군은 시행 전 평균 28.87점에서 실시 후 평균 32.50점으로 3.63이 증가 하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p=0.000). 이 결과를 통해 치료정원을 활용한 원예프로그램은 낙상과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앞으로 정원을 활용한 원예작업프로그램이 노인의 낙상 예방에 적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 노인, 치료정원, 낙상효능감, 원예작업프로그램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gardening programs using therapeutic gardens 
on the fall efficacy of the elderly. This study was applied to 31 elderly facility users from April to August 
2019 at a nursing home P located in Gyeonggi-do. Among the 31 participants who participated in the program, 
16 subjects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15 subjects in the control group were randomly selected. As for the 
experimental group program, a fall program consisting of fall education and strength training four times a week 
and a horticultural occupational program were implemented once a week in a healing garden for a total of 15 
weeks. The control group performed fall program for 30 minutes 5 times a week for a total of 15 weeks. The 
fall efficacy of the tested group increased by 5.50 points from 29points before the program to 34.50points after 
the program,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were obtained (p=0.000). The control group who only progressed 
the fall program increased 3.63 points from 28.87points before the trial to 32.50points after the trial,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were obtained (p=0.000). From this result,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horticultural program using the treatment garden has the potential as a program related to falls. In the future, 
various studies are needed so that gardening programs using gardens can be applied to prevent falls of the elderly.

Key words :  Elderly, Healing garden, Fall efficacy, Horticultural Occupational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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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12.2%, 2017년 14%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6년은

20.8*로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 비율은 2013년 0.9%, 2030년은

2.5%, 2050년에는 7.7%로 증가할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1]. 이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의 건강 문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에 낙상은 노인

에게 흔한 건강문제 중 하나로, 우리나라 지역사회 노

인 낙상 발생률은 30% 정도 확인된다[2].

노화가 시작되면서 전반적으로 신체적 기능이 약화

되며 특히 근력과 근지구력 같은 근 기능이 약화된다.

이에 낙상 예방을 위해 근력강화 운동이 낙상예방 및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다[3].

낙상 사고는 신체적 요인 외 심리적 요인도 낙상에

영향을 미치고, 낙상효능감과 낙성 두려움으로 일상생

활활동에 제한이 생기면서 삶의 질의 변화를 가져오기

도 한다[4].

효능감이란 어떠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과 확신으로 낙상 효능감은 넘어지지 않고

일상활동을 할 수 있다는 능력과 확신이라 하겠다. 낙

상효능감의 저하와 두려움의 증가는 일상생활에 제한

을 야기시키고 신체활동과 운동양을 감시켜 결국 일상

활동 범위 제한과 체력 저하를 시키는 악순환을 발생시

킨다.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낮을수록 낙상 관련 효능

감이 높고[5], 병원에 입원한 노인의 경우 낙상 효능감

이 높을수록 낙상할 확률이 낮다고 한다[6].

Bandural[7].은 효능감을 높이면 인간이 원하는 결

과를 얻기 위해 지속적으로 행동하므로, 낙상예방을 지

속하기 위해선 자기효능을 증가하는 낙상예방프로그램

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라고 한다.

자기효능감은 건강행위를 실천하도록 촉진시키는 중요

한 요인이고, 건강 행위 이행에 가장 중요한 강한 예측

요인이다[8]. 자기효능감이 낙상과 연관성이 높고, 낙상

의 재발을 예측 가능한 인자로서, 대상자의 강점과 능

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중재가 필요하다[9]

최근 대상자 강점과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 환자

중심의 치료 활동을 목적으로 조성되고 운영되는 치료

정원(healing garden)의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10]. 정

신건강 문제가 있는 노인의 신체적 기능 향상을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11].

김미영[12]은 치료정원이란 정원의 자연 요소를 통해

인간의 심리사회적 ,신체적, 감각적, 인지적 회복 목적

을 갖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정원으로 원예작

업의 효과가 극대화 되는곳이라고 했다. 손기철[13]은

치료정원은 신체 기능 증진과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치료공간이라 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낙상 예방 프로그램과 실외

치료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치료정원을 노인환자의 새

로운 낙상 프로그램으로 적용하여 그에 대한 가능성을

알아보고, 치료정원을 활용한 원예작업프로그램이 낙상

효능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P 요양원에서 2019년 4월부

터 8월까지 시설 이용자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31명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자 선정 기준

은 (1) 65세 이상인자, (2) 독립적인 보행이 가능한자,

(3) 일반적인 대화가 가능하고, 3단계이상 지시 수행이

가능한자, (4) 본 연구의 목적과 설문 내용을 이해하고

설문에 참여에 동의 한자로 하였다. 프로르그램에 참여

한 31명 중 무작위로 실험군 16명과 대조군 15명으로

선정하였다. 실험군 프로그램은 매주 4회 30분씩 교육

과 근력운동 구성된 낙상프로그램과 매주 1회 30뷴씩

치유정원에서 원예프로그램을 총 15주 동안 시행하였

고, 대조군은 매주 5회 30분씩 교육과 근력운동으로 구

성된 낙상프로그램만 시행하였다.

2. 연구절차

노인요양원에 야외 치료정원을 구성하고 원예작업프

로그램을 매주 1회씩 총 15회로 구성하여 치료 정원 프

로그램을 설계하였다. 치료정원은 정원이 주는 물리적

효과와 환자의 기능 회복을 위한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

로 D,emerchant[14]의 유니버셜 디자인 개념을 활용하

여 보행자와 휠체어 사용자 들이 모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또, 원예작업프로그램의 환

자가 활동을 이해하고 적절한 수준의 활동을 수행하도

록 환자의 능력과 활동분석을 하였다. 활동분석 후 대

상자의 효능감을 증가시키기 위해 Bandura의 이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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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하여 성취경험(performance accomplishment), 대리

경험(vicarious experience), 언어적설득(verbal persuasion),

정서적각성(emotional arousal) 등 4단계로등급화(grading)

하여 주차별 적용하였다. 주차별활동이진행되면서치료

사의중재기법(수행 시 도움정도, 지시, 활동 설명등)의

등급 정도를 조절하면서 실행하였다(Table 1).

1단계인 성취경험은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행위를

성취함으로써 실제 수행에 자신감을 느끼는 단계로, 쉽

게 접근하고 만들기 식물을 통한 감각을 입력과 프로그

램 진행하여 주차별 난이도를 높여서 단계적 성공 경험

하도록 하였고, 2단계인 대리경험은 타인의 성공적인

수행결과를 통해 간접 경험을 함으로써 자신이 성공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는 단계로, 활동 전 작업수행 방법,

순서, 수행 시 주의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단계적으로

인지하도록 작업을 하면서 노인들 까리 완성되는 과정

을 서로 공유하고 간접 경험하도록 유도하면서 진행하

였고, 3단계인 언어적 설득은 타인으로부터 격려와 지

지를 받을 때 효능감이 상승하는 단계로 수행하는 동안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렬해 주고 수행 중간마다 언어

적 지지를 해주었다. 4단계인 정서적 각성은 신체를 증

진시키고 부정적인 정서적 성향을 줄이면서 효능감을

증가하는 단계로 활동마다 움직이는 동작과 필요성 느

낀점을표현할수있도록유도하면서활동을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진행하는 전반적인 식물의 색깔은 밝은색으

로 하였으며, 그룹 활동을 기반으로 진행하면서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은 개별 또는 수행 시 도움을 받으

면서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의 순서는 간단한 활동에서

점진적으로 복잡하고 스스로 창의적인 생각을 하면서

만들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3. 연구 측정

1) 낙상 효능감 측정

낙상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Yardley [15]등이 개발

한 Falls Efficacy Sclae-Scale-International (FES-I)을

허정훈[16]이 수정한 한국형 노인 낙상효능감 척도 (Falls

Efficacy Scale- Korea: FES-K)를 이용하여 측정하였

다. 총 12문항으로 ‘매우자신 있다’는 4점, ‘자신 있다’는

3점, ‘자신 없다’는 2점, ‘매우 자신 없다’는 1점의 4점

Likert 척도를 측정하고 최저 점수는 12점에서 최고 점

수는 48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낙상 가능성이 낮다.

4. 분석방법

본연구는 SPSS 18.0 version을 사용하여통계분석을

하였다. 통계 분석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서술

적 통계로 하였고, 프로그램 효과 검증은 실험 전후의 변

화를 알기 위해 표본 검정(paired t-test)을 시행하였다.

Ⅲ.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환자의특성으로남자 16명, 여자 15명으로남성

이 한 명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연령은 60-70사이

가 48%로 15명으로 가장 많고, 학력은 평균연령은 60세

였으며, 학력은중학교와고등학교가각각 45%로 14명으

로 가장 많았다. (Table 2)

Specific
Exp.(N=16) Cont.(N=15)

No(%) No(%)

Gender Male
Female

7 (43)
9 (57)

9 (60)
6 (40)

Age
65-70
70-75
75-80

8 (50)
7 (43)
1 (7)

7 (46)
6 (40)
2 (4)

Education
Middle
High
College

7 (43)
8 (50)
1 70)

6 (40)
7 (46)
2 (4)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2. Characteristics of subject participated in this study

week Programs

1 Hydroculture

2 Flower arrangement in cup

3 Making art flower basket using milk pack

4 Making art flower basket using milk pack

5 Pressed flower basket

6 Pressed flower basket

7 Making Hydroculture

8 Making Hydroculture

9 Cuulture pet bottle

10 Making herb

11 Culture Hoya

12 Making flower candy basket

13 Making topiarys

14 Making dish gardens

15 Making dish gardens

표 1. 원예작업 프로그램
Table 1. Horticultural Occupational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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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료정원 이용한 원예작업프로그램이 낙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치료 정원을 이용한 원예작업프로그램을 시행한 실

험군의 낙상효능감은 프로그램 실시 전 평균이 29점에

서 실시 후 평균이 34.50점으로 5.50점 증가 하였고, 통

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p=0.000). 낙상프로그

램만 진행한 대조군은 시행 전 평균 28.87점에서 실시

후 평균 32.50점으로 3.63이 증가 하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p=0.000).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

으로 치료정원을 같이 적용한 실험군이 대조군 보다 평

균 점수가 1.87점 점수가 더 향상되었다. 이에 기존 낙

상예방프로그램도 낙상 효능감 증진에 효과가 있지만

치료정원을 이용한 원예작업 낙상프로그램이 조금 더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다. (Table 3)

Group

Falls Efficacy Scale

T P
Pretest Posttest

M±SD M±SD

Exp.(N=16) 29.00±4.59 34,50±4.74 -1.00 0.000

Cont.(N=15) 28.87±3.50 32.50±4.16 -5.132 .0000

표 3. 낙상효능감의 비교
Table 3. The outcome of Falls Efficacy Scale

p﹤0.001

Ⅳ. 토의 및 추론

노인의 낙상은 예방하기 위해선 신체적, 심리와 정서

적 등 다면적인 접근이 요구되므로, 노인 낙상 예방을

위해서 운동과 함께 심리와 정서를 고려한 다면적적인

중제가 필요하다.

인간은 복잡한 도시보다 자연환경 속에 안정감을 느

끼고, 이런 안정감 치유적인 요소로 인정되어 정원이

초기 질병치료에 필수적인 요소로 활동된다[17]. Relf[18]

은 원예활동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등 포괄적인 효

과가 있다고 하였다. Kavangh[19]은 치료정원에서 식

물을 키우고 관찰하면서 식물과 상호 작용 통해 긍정적

인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정원은 계절 변화에 따라 다

양한 식물을 키우고 재배하고 가꾸는 공간으로 누구나

연중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계절에 상관없이 활동이

가능하므로 일시적인 프로그램 진행이 아닌 지속적으

로 적용이 가능 공간이다.

기존의 낙상프로그램 외 치료정원에 식물을 가꾸고,

관리하고 만지고 보면서 활동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정

서적인 기능이 향상되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

게 신체적인 기능 향상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각 주차

별 원예활동을 등급화 하여 수행요구를 변화시켜 환자

의 수행능력이 향상하면서 노인의 신체, 정서와 심리적

등 여러 방면에서 향상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치료정원은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활용하여 보행

자와 휠체어 사용자 들이 모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

간으로 정원을 구성하고, 원예작업은 환자가 이해하고

적절한 수준의 활동을 수행하도록 환자의 능력과 활동

분석후 Bandura의이론의근거하여성취경험(performance

accomplishment), 대리경험(vicarious experience), 언어

적설득(verbal persuasion), 정서적각성(emotional arousal)

등 4단계로 등급화(grading)하여 주차별 적용하였다. 주

차별 활동이 진행되면서 치료사의 중재 기법(수행 시

도움 정도, 지시, 활동 설명 등)의 등급 정도를 조절하

면서 모든 환자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낙

상효능감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치료 정원을 이용한 원예작업프로그램

이 노인환자의 낙상 예방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

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쳐 향상되었지

만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우므로 좀 더 많은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원을 이용한 원예활동이 낙상

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탔으므로 앞으로 정원

과 원예 활동을 낙상 연관성에 관한 연구가 더 진행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치료 정원에서 낙상 관련한 다

양한 원예작업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질환

의 환자군과 환경 등을 고려한 다방면에 연구가 필요하

다고 생각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노인환자 31명을 대상으로 15주간 주 5회

30분씩 낙상프로그램과 원예작업 낙상프로그램을 비교

하여 실시하였다. 치료정원 원예작업 프로그램 구성은

4회는 일반적인 작업치료(인지 및 일상생활훈련)를 시

행하고, 주 1회 수직 정원 원예작업을 시행하여, 수직

정원을 이용한 원예작업치료의 낙상 효능감 영향을 알

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낙상예방프로그램을 진행

한대조군보다치료정원을이용한원예작업치료를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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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군노인의 낙상효능감이 조금 더 높았다. 기존의 낙

상프로그램과 더불어 원예작업낙상프로그램도 효과적

임을 나타냈다.

이에 치료정원을 활용한 원예작업프로그램이 낙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인 비율의 증가는 지역사회 노인재활의 치료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나 노인의 낙상으로 인

한 치료부담은 노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그로인한

많은 부담을 가져온다. 노인낙상의 위험을 줄이고 이를

예방하는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한 시기이다. 정

원을 활용한 원예프로그램은 자연이 가진 치유 적인 기

능을 이용하여 노인의 낙상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효

능간을 높이고 이를 통해 낙상 예방에도 적용될 수 있

다. 일시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계절에 상관없이 지속해

서 적용 가능한 낙상 예방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연구와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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