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riginal Article
pISSN 2384-1877 | eISSN 2383-8086
J Korean Gerontol Nurs Vol. 24 No. 4, 366-376
https://doi.org/10.17079/jkgn.2022.24.4.366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65세 이상) 2000년에 7.2%를 차지하
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2030년에는 24%가 되어 초고
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1].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노인인
구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건강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다[2]. 그 중에서도 낙상은 노인인구가 흔하게 겪는 건강 
위협 요인이며 나아가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한 건강 문제이다[2,3]. 국내의 노인의 낙상 발생률은 지역과 대상

의 상황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재가노인의 경우 16.3~37.5%

으로 보고되고 있다[4]. 미국의 질병예방 통제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 따르면, 노인인구의 
4명 중 1명(28%)이 낙상을 경험하며 매년 약 3,600만건의 낙상
이 발생한다[5]. 노인에게 낙상은 경미한 영향에서부터 심각한 
상해 및 사망에 이르기까지 노인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신
체 기능적 장애를 일으키므로 노인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6].

노인의 낙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선행연구에서 연
령[7], 성별[8,9], 주관적 건강상태[8], 청력장애[2], 우울[2,7], 인
지기능[7,8], 하지근력약화[10], 만성질환 여부[7,9], 보조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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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여부[11], 건강행태(음주, 흡연 운동)[11]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선행연구에 의하면 노인 환자에게 발생하는 낙상
은 다중약물요법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12]. 노인인구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이 쇠퇴하면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감소
하여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만성 질환 이환율이 높으며, 노인 1만 
279명을 조사한 경우 46.2%가 세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
고 있다[13]. 이에 노인인구는 만성질환을 다스리기 위하여 동
시에 많은 약물을 복용하게 되는 다중약물요법에 노출되게 된
다[14]. 따라서 노인 환자가 복용하는 모든 의약품을 확인해야 
하며 특히, 이뇨제, 항우울제 등 낙상 고위험 의약품의 사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가 있다[12].

다중약물요법노인의 경우 노화로 인한 신장 및 간의 기능 감
소로 인해 혈청 내 약물 농도가 상승되어 많은 종류의 약물을 복
용하는 경우 상반된 약물 작용, 약물과 약물 간의 상호작용으로 
낙상의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15,16]. 특히, 복용하는 약제들 중 
항콜린성 약물이 더해진 경우 인지기능 및 활동력이 저하되어 
낙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해진다[1].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
용하는 약이 아니더라도 복용하는 약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낙
상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선행연구도 있다[17]. 반면 다중약물요
법이 낙상 위험과 연관성이 없다는 보고와 적은 수의 약물을 사
용하는 경우에도 낙상이 발생한다는 보고도 있어[18], 다중약물
요법과 낙상에 대한 명확한 연관성을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까지 노인인구의 낙상과 관련된 요인들을 규명하는 연
구들이 상당수 진행중이지만, 여전히 예측요인으로 규명되지 
않은 요인들은 많고, 이미 발견된 요인이더라도 관련이 약하다
는 보고가 있다[2]. 또한, 다중약물요법에 따른 낙상 관련 요인 
분석은 연구가 부족하여 대단위 실태조사를 통한 연구결과의 확
인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다[2]. 따라서 본 연구는 65세 노인인
구의 낙상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구성된 낙상 경험 예
측 모형을 다중약물요법 여부를 중심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실시
되었다. 다중약물요법이란, 다양한 약물을 동시투약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약물의 개수에 대한 기준은 2개에서 6개 등으로 다양
하여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19]. 본 연구에서는 다중약물요
법을 5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20].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보건복지부가 수집 및 제공하는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하여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낙상 경험에 
따른 다중약물요법여부를 포함한 일반적 특성, 건강 상태, 건강 

행태의 특성을 파악하고 비교하기 위함이다. 또한, 본 연구는 다
중약물요법 여부를 중심으로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낙상 여
부 예측 모델을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이용하여 구축하기 위해 
실시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낙상 경험 여부에 따른 일반적 특성을 비교한다.

 낙상 경험 여부에 따른 건강 상태 특성을 비교한다.

 낙상 경험 여부에 따른 건강 행태의 특성을 비교한다.

 다중약물요법여부 및 대상자 특성에 따른 낙상 경험 여부를 
예측하는 경로를 확인한다.

연구방법

Ethics statement: This study was a secondary data analysis using 

2020 National Survey of the Living Condition and Welfare Needs 

of Older Koreans were received in an anonymous format. As 

such, Institutional Review Board approval was not sought.

1. 연구설계 및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에서 제공하는 2020년도 노인실
태조사를 분석하여 65세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다중약물요법여
부에 따른 낙상 고위험군을 예측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2020

년도 노인실태조사는 노인의 생활, 특성, 그리고 욕구를 파악하
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위한 목적으로, 생
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승인을 받은 후 수집 ․배포 된 공공 
데이터이다(IRB No.20-020-00)[21]. 자료는 설계된 표본추출방
법을 기반으로 969개 조사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
으로 2020년 9월 1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일대일 직접 면접조
사 방법으로 수집되었다[21]. 본 연구의 대상은 복용하는 약물
의 개수를 기록한 65세 이상의 노인 10,097명으로, 5개 이상이
라고 응답한 대상자 650명(6.4%)은 다중약물요법군으로, 5개 
미만으로 응답한 대상자 9,447명(93.6%)은 비다중약물요법군
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낙상의 경험이 있는 노인 650명(6.4%)

을 낙상군으로 낙상의 경험이 없는 노인 9,447명(93.6%)을 비낙
상군으로 분류하였다. 

2.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만), 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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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거주 지역(시, 도), 혼인 여부(미혼, 기혼), 배우자 존재여부
(있음, 없음), 배우자의 건강(불건강, 평균, 건강), 가족구성원 수, 

교육수준(고등학교졸업 이하, 대학교졸업 이상), Body Mass 

Index (BMI, 저체중/정상/과체중/비만), 그리고 다중약물요법 
여부(예, 아니오)를 포함하였다.

2) 건강 상태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항목으로

는 주관적 건강상태(건강, 보통, 불 건강), 의사 진단 만성질환 
여부(순환기계[고혈압, 뇌졸중, 고지혈증, 심근경색, 부정맥], 

내분비계[당뇨병, 갑상선질환], 근골격계[골관절염, 골다공증, 

요통, 골절], 호흡기계[기관지염, 천식, 결핵], 신경정신계[우울
증, 치매, 파킨슨병, 불면증], 감각기[백내장, 녹내장, 만성중이
염, 노인성 난청], 암, 소화기계[위, 십이지장궤양, 간염, 간경변
증], 비뇨생식기계[만성신장질환, 전립선 비대증, 요실금], 기타
[빈혈]), 보조기 사용여부(시력, 청력, 씹기), 어려움(시력, 청력, 

씹기), 인지기능 장애(없음, 경도인지장애, 분명한인지장애), 만
성질환개수를 포함하였다. 

3) 건강 행태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건강 행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흡

연, 음주, 운동 여부, 근력 상태(양손을 앞으로 두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서고 앉기를 5번 시행 가능), 영양관리 상태
(질병으로 식단 관리, 하루 2끼 미만, 과일 미 섭취, 채소 미 섭취, 

유제품 미 섭취, 매일 3잔 이상의 술, 구강 문제로 인한 음식섭취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음식 구입 제한, 혼자 식사, 지
난 6개월 동안 5 kg 이상의 체중변화, 장보기/음식 만들기/식
사 하기의 어려움)에 대해 파악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WIN 28.0 (IBM Corp, Armonk, 

NY, United State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시행되었다. 대상자
의 일반적, 건강문제, 그리고 건강 행위 특성의 두 그룹 비교는 
x2 tests와 Independent t-test를 통하여 시행되었다. 다중약물
요법여부 및 대상자 특성에 따른 낙상경험여부 고위험은 의사결
정나무분석을 통하여 예측하였다. 트리의 설정으로는 본 연구에
서 사용된 변수들이 명목 및 연속 변수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분석하여 주는 Chi-squared Automatic Interaction Detection 

(CHAID)를 이용하였다. 또한, 최대 수준 3, 부모 노드 및 자식 

노드는 각 100과 50으로 설정하였다. 분할 표본 타당성 검사
(Split-sample validation)을 사용하여 training data로 생성된 
예측 모형이 test data로 생성된 모형에 적용되는지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구축된 예측 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22].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다중약물요법 여부에 따른 낙상 경험에 대
한 예측 모델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중약물요법 여부를 첫 번째 
분리 가지로 지정하여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대상자 중 낙상군은 650명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하였으
며, 평균 나이는 75.5세로 비낙상군(9,447명, 93.6%)의 73.4세
보다 높았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p=.249). 두 군 모두 여성(p<.001), ‘도’에 거주하는 경우(p= 

.869), 기혼(p=.197)이 절반 이상을 차지 하였다. 낙상군은 배우
자가 없는 경우가 58.2%를 차지 하였으며, 비낙상군은 배우자
가 있는 경우가 59.9%를 차지 하면서 두 군간의 유의미한 차이
를 보였다(p<.001). 배우자의 건강으로는 두 군 모두 건강하다
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평균 가족 구성
원 수는 낙상군의 경우 1.82명, 비낙상군의 경우 1.87명으로 확
인되었다(p=.088). 두 군 모두 고등학교 졸업 이하(p=.002), 경
제활동 경험이 있는 비율이 높았다(p=.161). 두 군 모두 BMI는 
정상인 경우가 가장 비율이 높았고, 다중약물요법의 경우 낙상
군에서는 11.1%, 비낙상군에서는 3.8%로 확인되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Table 1).

2. 건강 상태

대상자 중 순환기계 질환으로 뇌졸중을 진단받은 경우는 낙
상군이 7.7%, 비낙상군이 3.9%(p<.001)였으며, 심근경색을 진
단받은 경우는 낙상군이 8.9%, 비낙상군이 4.3%로 확인되었다
(p<.001).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골관절염(p<.001), 골다공증
(p<.001), 요통(p<.001), 골절(p<.001)을 진단받은 비율은 비
낙상군 보다 낙상군에서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호흡기계 질환
에서 기관지염을 진단받은 비율도 낙상군이(2.3%) 비낙상군보
다(1.1%) 더 높았다. 신경정신계질환에서는 우울증(p=.003), 치
매(p=.050), 파킨슨병(p<.001), 그리고 불면증(p<.001) 항목에
서 낙상군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이환율을 보였다. 감각기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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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낙상군이 백내장(p<.001), 녹내장(p<.001), 노인성 난
청(p<.001)을 더 높은 비율로 진단받았다. 소화기계 질환에서 
위, 십이지장궤양(p<.001), 간염(p=.017), 그리고 비뇨생식기계
질환인 요실금(p<.001)은 낙상군이 유의미하게 비낙상군보다 
더 높은 비율로 진단받았다. 빈혈(p<.001) 또한 낙상군에서 비
낙상군보다 더 높은 비율로 진단받았다, 

청력(p=.002)과 씹기(p<.001)의 보조기구 사용에서는 낙상
군이 더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시력(p<.001), 청력(p<.001), 씹
기(p<.001) 기능의 어려움에서 비낙상군이 모두 더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주관적 건강수준 항목에서는 비낙상군의 
51.2%와 낙상군의 29.4%가 건강하다고 응답하여 유의미한 차
이를 나타내었다(p<.001). 인지기능 손상에 대해서는 손상 없
음이 낙상군에서 56.6% 비낙상군에서 66.3%를 나타내었고, 손
상의 정도가 심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낙상군이 14.7%였으며, 

비낙상군은 9.0%를 나타내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진단받은 만성질환 개수는 낙상군이 평균 2.67개였으며 비낙상
군은 1.79개로 낙상군의 만성질환 개수가 더 많았다(p<.001). 

진단받은 만성질환 중 고혈압(p=.999), 고지혈증(p=.057), 부정
맥(p=.243), 당뇨병(p=.235), 갑상선 질환(p=.153), 천식(p=.439), 

결핵(p=.178), 만성중이염(p=173), 암(p=.342), 간경변증(p=.100), 

청력 보조기 사용(p=.483), 전립선 비대증(p=.052), 만성신장질
환(p=.056)은 두 군간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 보조
기구 사용에서 보청기사용은 두 군 간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p=.483)(Table 2).

3. 건강 행태

본 연구에서 음주를 하는 경우는 낙상군에서 70.6%로 비낙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0,097)

Characteristics Categories

Fall down

  pYes
(n=650, 6.4%)

No
(n=9,447, 93.6%)

n (%) or M±SD n (%) or M±SD

Age (year) 75.50±6.85 73.44±6.60 .249

Sex Male
Female

195 (30.0)
455 (70.0)

3,840 (40.6)
5,607 (59.4)

＜.001

Location City
Province

280 (43.1)
370 (56.9)

4,105 (43.5)
5,342 (56.5)

.869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5 (0.8)
 64 (99.2)

38 (0.4)
9,409 (99.6)

.197

Presence of spouse Yes
No

272 (41.8)
378 (58.2)

5,658 (59.9)
3,789 (40.1)

＜.001

Spouse's health Unhealthy
Average
Healthy

 80 (29.4)
 80 (29.4)
112 (41.2)

725 (12.8)
1,570 (27.7)
3,363 (59.4)

＜.001

Number of family member 1.82±0.99 1.87±0.79 .088

Education level Under high school graduate
Over university graduate

634 (97.5)
 16 (2.5)

8,951 (94.8)
496 (5.2)

.002

Economic activity No
Yes

 78 (12.0)
572 (88.0)

1,326 (14.0)
8,121 (86.0)

.161

Body mass index (BMI, kg/m2) Underweight
Normal
Overweight
Obesity

 21 (3.2)
264 (40.7)
170 (26.2)
194 (29.9)

206 (2.2)
3,705 (39.3)
3,186 (33.8)
2,333 (24.7)

＜.001

Multidrug No
Yes

578 (88.9)
 72 (11.1)

9,089 (96.2)
358 (3.8)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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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ealth Status (N=10,097)

Variabl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Fall down

p 
Yes

(n=650, 6.4%)
No

(n=9,447, 93.6%)

n (%) or M±SD n (%) or M±SD

Cardiovascular 
disorders

Stroke Yes
No

 50 (7.7)
600 (92.3)

367 (3.9)
9,080 (96.1)

＜.001

Myocardial infarction Yes
No

 58 (8.9)
592 (91.1)

402 (4.3)
9,045 (95.7)

＜.001

Musculoskeletal 
system

Arthritis Yes
No

189 (29.1)
461 (70.9)

1,416 (15.0)
8,031 (85.0)

＜.001

Osteoporosis Yes
No

 99 (15.2)
551 (84.8)

742 (7.9)
8,705 (92.1)

＜.001

Back pain Yes
No

120 (18.5)
530 (81.5)

835 (8.8)
861 (91.2)

＜.001

Fractures Yes
No

 41 (6.3)
609 (93.7)

93 (1.0)
9,354 (99.0)

＜.001

Respiratory system Bronchitis Yes
No

 15 (2.3)
 63 (97.7)

107 (1.1)
9,340 (98.9)

.014

Neuropsychiatric 
disorders

Depression Yes
No

 19 (2.9)
631 (97.1)

125 (1.3)
9,322 (98.7)

.003

Dementia Yes
No

 19 (2.9)
631 (97.1)

170 (1.8)
9,277 (98.2)

.050

Parkinson's disease Yes
No

 11 (1.7)
639 (98.3)

39 (0.4)
9,408 (99.6)

＜.001

Insomnia Yes
No

 28 (4.3)
622 (95.7)

163 (1.7)
9,284 (98.3)

＜.001

Sensory disorders Cataract Yes
No

 68 (10.5)
582 (89.5)

384 (4.1)
9,063 (95.9)

＜.001

Glaucoma Yes
No

 16 (2.5)
634 (97.5)

79 (0.8)
9,374 (99.2)

＜.001

Hearing loss Yes
No

 36 (5.5)
614 (94.5)

180 (1.9)
9,267 (98.1)

＜.001

Digestive disorders Gastric ulcer Yes
No

 53 (8.2)
597 (91.8)

388 (4.1)
9,059 (95.9)

＜.001

Hepatitis Yes
No

  6 (0.9)
644 (99.1)

27 (0.3)
9,420 (99.7)

.017

Urinary system Urinary incontinence Yes
No

 46 (7.1)
604 (92.9)

269 (2.8)
9,178 (97.2)

＜.001

Blood disorders Anemia Yes
No

 27 (4.2)
623 (95.8)

106 (1.1)
9,341 (98.9)

＜.001

Orthosis Vision Yes
No

381 (58.6)
269 (41.4)

4,944 (52.3)
4,503 (47.7)

.002

Chewing Yes
No

297 (45.7)
353 (54.3)

3,414 (36.1)
6,033 (63.9)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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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군의 62.9% 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p<.001). 운동 여부
(p=.028), 근력 상태(양손을 앞으로 두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의자
에서 일어서고 앉기를 5번 시행 가능)(p<.001) 항목에서는 비낙
상군이 각 52.2%와 77.4%로 낙상군의 47.7%와 58.6%보다 유의
미하게 높은 비율을 보였다. 영양관리 상태에 관한 항목으로 질
병으로 인한 식단 관리(p<.001), 과일 미 섭취(p<.001), 채소 미 
섭취(p=.034), 유제품 미 섭취(p<.001), 구강 문제로 인한 음식
섭취 어려움(p<.001),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음식 구입 제한
(p=.003), 혼자 식사(p<.001), 지난 6개월 동안 5 kg 이상의 체
중변화(p<.001), 장보기/음식 만들기/식사 하기의 어려움(p< 

.001)에서는 낙상군이 비낙상군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흡
연(p=.519), 하루 2끼 미만(p=.313), 매일 3잔 이상의 술(p=605) 

항목에서는 두 군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Table 3). 

4. 다중약물요법에 따른 노인인구의 낙상 경험 예측 모델 

대상자의 다중약물요법에 따른 낙상 경험을 예측한 의사결정
나무 분석 결과 9개의 최종 마디로 이루어진 모델이 형성되었다
(Figure 1). 다중약물요법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Node 1)는 주
관적 건강수준에 따라 낙상 경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F=174.11, p<.001). 건강한 그룹의 경우(Node 3), 3.7%가 

낙상 경험이 있었으며 보통의 경우에는 5.9%(Node 3), 건강하
지 않은 경우에는(Node 5) 12.4%가 낙상의 경험이 있었다. 건
강한 경우에는 관절염의 여부에 따라 낙상 경험에 차이가 있었
으며(p<.001, F=23.41), 관절염을 진단받은 경우(Node 8)에는 
8.1% 그리고 진단받지 않은 경우(Node 9)에는 3.3%가 낙상을 
경험 하였다. 건강상태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Node 4)에는 
백내장의 진단 여부에 따라 낙상 경험에 차이가 있었다(F=17.22, 

p<.001). 백내장을 진단받은 경우(Node 11)는 14.2%가 낙상을 
경험하였고, 진단받지 않은 경우(Node 10)에는 5.5%가 낙상을 
경험하였다. 주관적 건강수준이 좋지 않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경우 장보기/음식 만들기/식사 하기에 따라 낙상 경험의 차이
가 있었다(F=17.56, p<.001). 어려움이 있는 경우(Node 13), 

17.8%가 낙상 경험이 있었고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는(Node 12) 

10.4%가 낙상 경험이 있었다. 

대상자 중 다중약물요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으로 식단 

관리가 낙상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5.53, 

p= .019). 식단 관리를 하는 경우(Node 7)에는 23.7%가 낙상 경
험을 하였다. 식단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Node 6)는 근력 상태
가 낙상 경험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F=8.39, p=.011). 

근력 상태가 좋은 경우(Node14)에는 7.2%가, 좋지 않은 경우
(Node 15)에는 18.8%가 낙상 경험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
중약물요법에 해당되면서 질병으로 인한 식단 관리를 하는 경우 

Table 2. Health Status (Continued) (N=10,097)

Variabl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Fall down

p 
Yes

(n=650, 6.4%)
No

(n=9,447, 93.6%)

n (%) or M±SD n (%) or M±SD

Difficulty Vision Yes
No

326 (51.5)
307 (48.5)

6,308 (67.9)
2,979 (32.1)

＜.001

Hearing Yes
No

429 (67.8)
204 (32.2)

7,194 (77.5)
2,093 (22.5)

＜.001

Chewing Yes
No

297 (46.9)
336 (53.1)

5,872 (63.2)
3,415 (36.8)

＜.001

Subjective health status Healthy
Average
Unhealthy

186 (29.4)
196 (31.0)
251 (39.7)

4,754 (51.2)
2,924 (31.5)
1,609 (17.3)

＜.001

Cognitive impairment No
Mild
Severe

354 (56.6)
179 (28.6)
 92 (14.7)

6,136 (66.3)
2,288 (24.7)

836 (9.0)

＜.001

Number of chronic disease 2.67±1.75 1.79±1.41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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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가 낙상을 하면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중약물요법
을 하지 않으면서 주관적 건강수준이 좋고, 관절염을 진단받지 
않은 경우가 3.3%로 가장 낮은 낙상 비율을 보였다. 

5. 의사결정 나무 모형의 타당성 분석 

본 연구의 의사결정 나무 모형 분석으로 도출된 예측 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raining data의 경우 

위험 추정치(Risk Estimate, RE)가 .064로 분류의 정확성이 93.6 

%로 확인되었다. Test data는 RE가 .065로 나타나면서 분류의 
정확성이 93.5%로 확인되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65세 노인인구의 낙상 경험에 따른 일반적 특
성, 건강 상태, 그리고 건강 행태를 확인 하고 비교하였다. 또한, 

Table 3. Health Related Behaviors (N=10,097)

Characteristics Categories

Fall down

pYes
(n=650, 6.4%)

No
(n=9,447, 93.6%)

n (%) or M±SD n (%) or M±SD

Smoking Yes
No

 76 (11.7)
574 (88.3)

1,028 (10.9)
8,419 (89.1)

.519

Drinking Yes
No

459 (70.6)
191 (29.4)

5,940 (62.9)
3,507 (37.1)

＜.001

Exercise Yes
No

310 (47.7)
340 (52.3)

4,932 (52.2)
4,515 (47.8)

.028

Muscle strength Yes
No

357 (58.6)
252 (41.4)

6,967 (77.4)
2,035 (22.6)

＜.001

Control food Yes
No

140 (21.5)
510 (78.5)

1,516 (16.0)
7,931 (84.0)

＜.001

Less than 2 meals a day Yes
No

 26 (4.0)
624 (96.0)

311 (3.3)
9,136 (96.7)

.313

No eat fruit Yes
No

 85 (13.1)
565 (86.9)

776 (8.2)
8,671 (91.8)

＜.001

No eat vegetable Yes
No

 33 (5.1)
617 (94.9)

329 (3.5)
9,118 (96.5)

.034

No eat dairy Yes
No

179 (27.5)
471 (72.5)

1,737 (18.4)
7,710 (81.6)

＜.001

3 or more drinks almost every day Yes
No

  7 (1.1)
643 (98.9)

136 (1.4)
9,311 (98.6)

.605

Difficulty in eating due to oral conditions Yes
No

 94 (14.5)
556 (85.5)

701 (7.4)
8,746 (92.6)

＜.001

Difficulty in purchasing food due to financial
status

Yes
No

 44 (6.8)
606 (93.2)

403 (4.3)
9,044 (95.7)

.003

Eat alone Yes
No

206 (31.7)
444 (68.3)

1,793 (19.0)
7,654 (81.0)

＜.001

Unintentional weight change of 5 kg or more in
the past 6 months

Yes
No

 37 (5.7)
613 (94.3)

261 (2.8)
9,186 (97.2)

＜.001

Difficulty in shopping, making food, and
managing meals

Yes
No

179 (27.5)
471 (72.5)

1,186 (12.6)
8,261 (87.4)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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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나무분석을 활용하여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다중약물요법 여부를 중심으로 따른 낙상 경험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로 구성된 예측모델을 구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5개 이상의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다중약물요법을 하
는 경우에 낙상의 경험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낙상 경험 여부에 
따른 환자간의 비교 연구에서 약물의 복용 개수가 많은 환자가 
낙상의 위험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맥
상통한다[23].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수정 가
능한 위험 요인들을 파악하고 교정하는 것이 강조되고 그 중에
서도 다중약물요법에 대한 관리가 첫 번째로 제시되고 있어[24], 

하루 복용 약물이 5가지 이상이라면 의료진과의 상의하여 불필
요한 약은 걸러내고 약물의 상호작용으로 낙상을 초래할 수 있
는 약물에 대해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다량의 약을 복용
하는 경우 약 복용 시간과 복용량을 지키는 것도 부가적으로 강
조되어야 할 문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폰에 제시간에 약

을 복용하기 위한 알람을 설치하거나 투약 관련 앱을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는 선행연구의 제언에 따라 의료진들은 노인인구의 
약물복용 교육 및 관리 프로그램에 이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25,26].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다중약물요법을 하면서 질병으로 인
한 식단 관리를 하는 노인의 경우 23.7%가 낙상을 하면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Jang 과 Kim의 연구[27]에 따르면, 남성 독
거노인의 경우 영양의 측면에서 정상군은 평균 2.78개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고, 영양장애군은 4.34개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
어 약물의 개수에 따라 영양 장애의 정도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인구의 식품 섭취 양상은 전반적으로 개
선되었으나, 노령층의 30% 이상이 영양섭취 권장량의 75%에
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28]. 또한, 노인 낙상의 위험인자를 밝힌 
연구에 따르면 좋은 영양상태가 낙상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
으로 확인되어[29], 상대적으로 영양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은 
노인인구의 경우 질병의 개선과 복용 약물의 효과를 위하여 식
이를 제한하고 관리하는 것은 오히려 영양 불균형을 가져와 낙
상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노인 환자의 약물복용의 
종류와 개수에 따른 적절한 식단 관리를 위해 의료인의 올바른 
교육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다중약물요법을 하지 않으면서 주관

Figure 1. Decision tree for fall down according to polypharmacy in the elderly population.

Table 4. Risk Chart of Decision Tree

Group Variables Risk estimate SE

Older 
population 

Training data .064 .003

Test data .065 .003

SE=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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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건강수준이 좋고, 관절염을 진단받지 않은 경우가 3.3%로 가
장 낮은 낙상 비율을 보였다. 이는 노인의 주관적 건강수준이 좋
은 노인인구에 비해 보통이나 나쁘다고 느끼는 노인인구의 낙
상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한 선행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3]. 

또한, 65세 이상 노인의 30%정도에서 낙상이 빈번히 일어나며, 

특히, 여성, 관절염 진단 대상, 저소득층 노인이 낙상 경험이 많
다는 연구결과도 있다[24]. 이는 저소득 관절염 여성노인의 낙
상 관련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확인되었다[30]. 

본 연구에서는 관절염을 진단받지 않은 노인인구의 경우 낙상 
경험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함을 확
인하였으나, 성별 그리고 경제 상태에 따른 낙상 경험 여부의 관
련성이 파악되지 않아 이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와 같이 노인인구의 낙상에 대하여 다중약물요법을 중
심으로 낙상 관련 요인들의 복합적인 관계를 규명한 연구가 미
흡하여 정확한 비교분석이 어려워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향후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몇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다중약물요법을 받는 군에 속한다 
하더라도 복용하고 있는 약물의 종류는 확인이 불가능하여 어
떤 약물의 상호작용이 낙상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지에 대해서
는 파악할 수 없다. 둘째, 본 연구의 자료는 자가보고식으로 수
집되었으므로 노인인구의 경우 복용 약물에 대한 기억의 정확
성이 떨어질 수 있어 이는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 하겠다. 셋째, 

본 연구의 낙상 경험에 따른 두 군의 대상자 수의 불균형이 있어 
이는 정확한 연구결과의 도출에 아쉬움을 남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 수가 많아 낙상경험자와 비낙상경험자의 비
교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이는 연구결과
의 해석에 고려되어야 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에서 5개 이상
의 약물을 복용하는 다중약물요법을 받는 대상자의 경우 낙상
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다중약물요법
을 하면서 질병으로 인한 식이 조절을 하는 경우 낙상율은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중약물요법을 하지 않으면서 주관적 건강수
준이 좋고, 관절염을 진단받지 않은 경우가 가장 낮은 낙상 비율
을 보였다. 이에 노인의 경우 낙상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경우 다
중약물요법여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상태 및 진단받은 
만성질환의 종류, 식이와 같은 요인들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지 약물 개수에 국한시켜 다중약물요법을 정의 
하였다. 하지만, 다중약물요법에 대해 연구하는 경우 단지 약물
의 개수 만을 고려하기보다는 부적절한 약물의 처방과 복용 약
물들의 종류에 따른 상호작용과 관련된 낙상의 경험에 대한 평
가가 필요하다고 제시되고 있는 만큼[19] 이를 고려한 향후 연
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한다. 또한, 의료진은 투약 관리에 대
한 중재, 낙상 위험에 대한 교육 등으로 낙상 위험성을 감소시키
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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