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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노인의 낙상예방 중재의 특성과 효과: 체계적 문헌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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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and Effects of Fall Prevention Interventions am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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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ystematic review aimed (a) to review the characteristics (types, elements, materials, who provided,
where, modes of delivery, and intensity) of the fall prevention interventions adopted in studies of the Korean older
adults (b) to review their effects by intervention characteristics and measures. Methods: The data were searched
from RISS, Pubmed, CHINAL, EMBASE with key words of ‘aged’, ‘Korean’, ‘accidental falls’. The Joanna Briggs
Institute was used to assess methodological quality. Data were extracted for sample nature, the type, element,
material, delivery, and intensity of the intervention, measures, and findings. Results: A total of fifty nine studies
were selected for this review. Most studies were conducted with only female older adults (66.1%) and small sample
(less than 30 subjects) ( 93.2%). Exercise was the most frequently evaluated intervention type, with a small number
of studies including education. Face-to-face (group) was the most frequently evaluated intervention delivery
mode; only a small number of studies evaluated non face-to-face intervention. 12 weeks, 3 times a week, and
60 minutes per session were the most frequently evaluated intervention intensity. An exercise intervention was
effective in balance and muscle strength. Fall prevention interventions face-to-face (group), delivered at least for
8 weeks, 3 times a week, and 40 minutes per day may be more effective. Conclusion: This review showed the
current status of fall prevention intervention for the Korean older adults. As the literature indicated the exercise
can be useful intervention but there need additional evidence from rigorously designed study to determine the
effective form of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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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국내 노인의 15.9%가 1년에 한 번 이상 낙상을 경험하며, 이
중 64.9% 가 병원에 내원한다[2]. 또한, 노인은 낙상으로 인한
사망이나 중상 위험이 높다[1,3]. 실례로, 국내 일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연구에서 낙상 후 응급실을 내원한 노인 중 의학적

낙상은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몸을 다치는 것으로 부상으로

처치가 필요한 중등도 이상 손상이 80.9%로 보고되었다[4].

인한 사망의 주요 원인이다[1]. 특히 노인에서 발생률이 높아

이러한 노인 낙상의 빈번성과 위험성은 낙상예방 중재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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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낙상예방을 위해 교육, 운동,

되고 확대된 후속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간호 실무자 측면

환경 조정에 대해 다양한 중재가 개발되었고, 그 효과에 대해

에서는 효과적인 중재를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5-8].
축적된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을 통해, 낙상예방 중재 연구

2. 연구목적

의 동향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새로운 중
재 연구를 계획하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대상자에게 적합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낙상예방 중

중재를 선택해야 하는 간호 실무자 모두에게 유용하다. 낙상

재 연구를 고찰하여 (1) 중재의 특성(중재의 유형, 구성 요소,

예방 중재 연구에 대해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다수의 국

사용 도구, 제공 방법, 강도), 결과 변수 및 측정도구를 파악하

내외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연구가 수행되었다. 한국인 노인

고, (2) 중재의 특성 및 측정도구별로 중재 효과를 비교하여 효

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은 총 6편으로 4편의 중재 효과에

과적인 낙상예방 중재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대한 메타분석 연구(운동이 근력[9], 균형[10], 심리적 변인
[11], 체력[11]에 미치는 효과 분석, 다면적 낙상예방 프로그램

연구방법

의 효과 분석[12])와 2편의 문헌고찰 연구(가상현실 운동 중재
고찰[13], 낙상예방 중재의 특성, 결과 변수와 그 효과에 대한

1. 연구설계

빈도 분포[14])가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는 대부분, 특정 중재
(예, 운동)의 특정 결과 변수(예, 근력)에 대한 효과 분석에 주

본 연구는 한국인 노인 대상 낙상예방 중재 연구를 분석하

안점을 두었고, 15편 미만 소수의 연구만을 분석하여 단편적

여, 효과적인 중재의 특성(중재의 유형, 구성 요소, 사용 도구,

분석이라는 제한점이 있었다.

제공 방법, 강도)을 파악하고, 중재의 목표(결과 변수 및 그 측

즉, 이들 선행 문헌고찰 연구에서는, 어떠한 중재의 유형

정도구) 선정의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된 체계적 문헌고

(예, 교육, 운동), 구성 요소(예, 균형 운동, 근력운동), 사용 도

찰 연구이다. 본 연구의 절차와 결과는 PRISMA (Preferred

구(예, 탄력밴드, 공), 제공 방법(예, 중재를 제공한 사람, 장소,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is)

형식[대면, 비대면, 집단, 개인]), 강도(기간, 빈도, 시간), 결과

가이드라인[17]을 활용하여 기술하였다.

변수, 측정도구가 연구되었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고찰이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어떤 지표의 향상을 위해, 어떤 중재를 어

2. 분석 대상 논문의 선정기준

떻게 구성해서 제공해야 하는지를 비교 평가할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체계적 문헌고찰은 대상 인구 집단에 대한 국

선정기준은 PICO-SD (Participants, Intervention, Com-

내외에서 발간된 논문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주된 목적

parison, Outcomes, Study Design)에 따라, (1) 65세 이상 한

이나 선행 국내 문헌고찰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출판된 연구만

국인 대상 연구(P), (2) 낙상예방 중재를 포함할 것(I), (3) 대조

포함되었고[9-14], 해외에서 출판된 한국인 노인을 대상으로

군(어떠한 실험처치도 하지 않은 집단)이 있을 것(C), (4) 종류

한 낙상예방 중재 연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해외에서 수행된

와 관계없이 결과 변수가 있을 것(O), (5) 대조군이 있는 실험연

문헌고찰 연구의 경우는 주로 운동 중재의 효과를 분석하였고

구 디자인일 것(SD), (6) 2000년 이후 발간된 논문일 것이었다.

[15,16], 한국인에 대한 연구결과가 포함되지 않았다. 국가마

배제 기준은 (1) 치매 또는 특정 질환 환자 대상, (2) 장비를 이용

다 노인의 생활환경, 문화, 복지 체계가 다르므로 한국의 실정

한 환경 조정 중재, (3) 학술대회에 발표된 초록, 학위논문이었

에 적합한 중재를 선정하기 위해 한국 노인을 대상으로 발간

다. 특정 질환이 있는 환자 대상 연구는,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

된 국내외 연구를 포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적 상태에 적절한 특수한 중재가 이루어져야 해서 제외하였다.

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해외 학술지에 게재될 수 있고,
이들 연구를 포함하여 문헌고찰을 할 필요가 있다.

3. 문헌 검색 및 선정 과정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한국인 노인의 낙상예방을 위한 중재 연
구에 대해 다양한 측면(중재의 유형, 구성 요소, 사용 도구, 제

자료 검색은 2020년 9월에, 국내외 데이터베이스(RISS,

공 방법, 강도, 결과 변수, 측정도구)을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Pubmed, CHINAL, EMBASE)를 통해 시행하였다. PICO-

연구자 측면에서는 불필요한 반복 연구들을 피하고, 더욱 정제

SD에 따라 주요 용어를 체계적으로 선정하였다.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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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low chart.

주요 용어는 “노인”, “낙상예방”이었고, 영문 논문의 용어

4. 문헌의 질 평가

는 (1) “Aged” OR “Elderly” OR “Elder” OR “Old”, (2)
“Korean” OR “Koreans”, (3) “Accidental Falls” OR “Falls”

The Joanna Briggs Institute (JBI) 도구[77]로 논문의 질을

OR “Falling” OR “Falls, Accidental” OR “Accidental

평가하였다. 유사 실험연구 평가도구는 9개 항목(총점 0~9점)

Fall” OR “Fall, Accidental” OR “Slip and Fall” OR “Fall

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제시하였는

and Slip”이었다.

가, 중재 전 그룹 간 동질성을 확인하였는가, 외생변수의 개입

검색된 문헌들은 중복을 제거하여 1차 분류하고, 선정 및

및 그에 대한 통제를 명확히 설명하였는가, 대조군이 있는가,

제외 기준에 따라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2차 분류하였다. 마

사전 ․ 사후를 측정하였는가, 탈락자 처리에 대해 기술하였는

지막으로 전문을 검토하여 최종 분석 대상을 선정하였다. 자

가, 실험처치 전, 후에 동일한 효과 측정 방법을 적용하였는가,

료 검색 과정은 연구자 2인이 시행하여 오류를 방지하였다.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는가, 적절한

Figure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검색된 문헌은 총 1,616편이었

통계 방법을 사용하였는가를 평가한다. 무작위 실험연구 평가

다. 중복 349편을 제외하고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127편의

도구는 13개 항목(총점 0~13점)으로 구성되며, 유사 실험연구

논문이 선택되었고, 전문 검토를 통하여 최종 논문 59편을 선

문항에 추가로 대상자를 무작위 할당하였는가, 무작위 할당,

정하였다[18-76].

대상자, 실험자, 그리고 측정자를 맹검하였는가, 무작위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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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된 그룹에서 분석하였는가, 실험 설계가 적절하였는가를 평

만을 대상(n=24)으로 하였고, 30명 미만(n=28)으로 표본 수

가한다.

가 적었다. 두 디자인 모두 대조군은 실험군과 유사한 표본 수

통합적 고찰에서 선정된 연구의 질이 낮은 경우에 문헌을

로 구성되었고, 연령도 유사하게 모집되었다.

제외하기보다는 의미 부여를 낮게 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한
선행연구[78]를 근거로, 포괄적으로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기

2. 논문의 질 평가 결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모든 연구를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무작위 할당 여부에 따라 유사 실험연구, 무작

5. 자료 추출 및 분석

위 실험연구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유사 실험연구의 질 평가
점수는 5에서 9점으로 분포하여 모든 연구가 중간 이상의 점

자료 추출 및 분석을 위하여 Excel 프로그램(2019. Micro-

수를 받았다(Table 1). 대부분의 연구(n=26)에서 측정도구의

soft)을 사용하였다. 1인의 연구자가 저자, 표본 특성, 중재 특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사전 검증이 되지 않았고, 과반수

성(중재의 유형, 구성 요소, 사용 도구, 제공 방법, 강도), 결과

(n=18)에서 사전 동질성을 확인하지 않았다. 최하점은 받은

변수 및 측정도구, 중재 결과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였고, 또 다

연구 1편(5점)은 디자인에서 원인과 결과 간의 관계 기술이 미

른 연구자가 재확인하여 오류가 없도록 하였다. 중재의 유형

비하거나, 외생변수의 개입 및 그에 대한 통제를 명확히 설명

은 운동, 교육으로 분류하였고, 구성 요소는 근력(muscle

하지 않은 논문 작성상의 문제가 추가로 있었다. 결론적으로,

strength), 균형(balance), 유연성(flexibility), 유산소(aerobic)

연구의 질이 유사하고, 문제가 되는 영역도 유사하여 심각한

등으로 세부적으로 분류하였다. 사용 도구는 탄력밴드, 공 등

비뚤림이 있는 연구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제공 방법에서 중재를 제공한 사

무작위 실험연구의 질 평가 점수는 4에서 10점으로 분포하

람은 연구자, 훈련된 연구보조원, 고용된 전문가로 분류하였

여, 대부분(n=24)이 중간 미만의 점수를 받았다(Table 2). 점

고, 장소는 주거 복지시설(양로원), 의료 복지시설(요양원, 노

수가 낮은 이유는 대부분의 연구가 무작위 할당(n=27), 대상

인 의료 시설, 보건소), 여가 복지시설(경로당, 복지시설, 체육

자(n=31), 실험자(n=30), 그리고 측정자(n=25)를 맹검하지

관, 노인학교, 건강증진센터, 체력 단련실), 재가 시설(방문간

않았고,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고하지 않았고(n=29),

호)로 분류하여 분석하였고, 형식은 대면, 비대면, 집단, 개인

과반수(n=18)에서 사전 동질성 검정이 미비하였기 때문이었

으로 분류하였다. 중재 강도는 기간, 빈도, 시간으로 분류하였

다. 최하 점수를 받은 1편(4점)은 외생변수의 개입 및 그에 대

다. 결과 변수는 관찰자가 객관적으로 측정한 변수와 대상자

한 통제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논문 작성상의 문제가 추가

가 주관적으로 측정한 변수로 나누고, 세부적인 변수 영역 분

로 있었다. 무작위 실험연구는 연구의 질이 모두 낮고, 또한 문

류 작업을 거쳐, 변수별로 측정도구를 분류하였다. 중재의 효

제 영역도 유사하다는 점에서, 모든 연구가 유사한 수준의 비

과는 중재 특성별(중재의 유형, 구성 요소, 사용 도구, 제공 방

뚤림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개개 연구의 타당

법, 강도), 측정도구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은 패턴을

성을 위협할 수 있으나, 비뚤림이 높은 연구들이 특정한 패턴

분석하는 질적 분석에 주안점을 주었다.

의 결과를 보이지 않아, 전체적으로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본
연구결과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되며, 또한 본

연구결과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디자인상의 제한점을 평가하여 추후 연
구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1. 문헌 선정 결과 및 연구의 특성
3. 낙상예방 중재의 특성(중재의 유형, 구성 요소, 사용
선정된 연구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발간된 총 59편(유

도구, 제공 방법, 강도)

사 실험연구 28편, 무작위 실험연구 31편)이었다. 본 연구에서
디자인 별로 차이를 알기 위해, 각 디자인 별로 분석을 시행하

유사 실험연구(n=28)의 중재 유형은 1개의 연구를 제외한

였다(Tables 1, 2). 유사 실험연구는 여성만을 대상(n= 15)으

모든 연구가 운동 중재를 포함하였고, 7편의 연구에서 교육 중

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대다수 연구가 30명 미만(n= 27)으

재를 추가로 활용하였고, 1편의 연구에서 교육 중재만을 수행

로 표본 수가 적었다. 무작위 실험연구도 대다수 연구가 여성

하였다. 구성 요소는 근력운동(n=15)과 균형 운동(n=7)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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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10)

F (22)

Kang
(2010) [24]

Kim
(2010) [25]

F (15)

F (8)

≥65

72.2
(≥65)

F (8)

F (8)

F/M (13)

F (23)

74.1
(≥65)

73.6
(≥65)

73.7
(≥65)

67.3
(≥65)

Muscular strength
using elastic band
E1: bilateral; E2: unilateral

Muscular strength &
balance using constant
speed exercise equipment

Aerobic; muscular strength
using elastic band;
flexibility; balance

Flexibility

-

O

-

UC

UC

UC

UC

UC

Assistant
researcher

UC

UC

UC

Expert

Expert

Researcher

UC

Researcher

Who
provided

S3

S1

S3

S3

UC

S3

S2

S1

S3&4

S3

S2

S1

S3

S3

Where

Facetoface

Group

Individual

Group

Group

Group

Group

Group

Group

Individual
/group

Group

Group

Group

Group

Group

Delivery

-

-

-

-

-

-

-

-

-

-

-

-

-

-

Non
facetoface

12/3/40~60

10/3~4/-

10/1/50

16/3/60

12/3/60

12/3/50~60

12/3/60

8/3/60

8/3/60

12/3/50

12/2/60

16/3/50

6/1/40

12/3/40

Period (week)
/Times a week
/Time of each
session (minute)

Intervention
intensity

X

-

-

↑

↑

↑

X

↑

↑

↑

↑

↑

-

↑

Muscle
strength
Others

-

Leg BMD↑

-

-

-

BMI;
body fat/
weight X

-

-

-

-

-

-

-

X

Lower
Agility/
extremity↑ coordination↑

-

Gait/walking X

Lower
extremity:
E2↑

-

X

-

-

X

-

Agility/
coordination X;
gait/walking↑

Lower
extremity:
E1&2↑

Lower
extremity↑

Lower
extremity↑

-

-

Agility/
coordination;
gait/walking:
E2↑

-

Agility/
coordination;
gait/walking↑

Agility/
coordination;
gait/walking↑

Gait/walking↑

Lower
Agility/
extremity↑ coordination X;
gait/walking↑

X

Lower
Lower
Gait/walking X
extremity↑ extremity↑

-

-

Lower
Gait/walking↑
extremity↑

-

Lower
Lower
extremity↑ extremity↑

Lower
extremity↑

-

-

Body fat↓;
Lower
Lower
Gait/walking↑
lean body extremity↑ extremity↑
mass↑

Body
Balance
Flexibility
composition

Findings (p＜.05)

Efficacy: E1↑

-

-

-

Risk X

Frailty X

-

Fear of falling↓

Efficacy↑;
fear of falling X

Frequency X

Efficacy X;
fear of falling↓;
health status X

Frequency↓

Depression X;
efficacy; knowledge;
prevention activity↑

-

Self-report

6

7

5

6

6

6

6

7

7

7

8

7

7

7

JBI
total
(0~9)

(N=28)

F=Female; M: Male; Educ.=Education; O=Yes; -=Not applicable; UC=Un Clear; S1=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elderly; S2=Medical facilities for the elderly; S3=Leisure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S4=Home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Findings=Statistical significance was found in the group differences in pre-post scores or interactions in repeated measure of ANOVA (p＜.05); X=No; ↑=increase; ↓=Decrease; BMD=Bone mineral density; BMI=Body mass index; WC=Waist
circumference; JBI=Joanna briggs institute.

Park
(2013) [31]

Oh
(2011) [30]

Kim et al. F/M (13) 71.0
(2011) [29]
(≥65)

68.4
(≥65)

-

F (24)

Line dance

Lee et al.
(2010) [28]

68.5
(≥65)

-

F (15)

F (13)

Shin et al.
(2010) [27]

68.3
(≥65)

O

-

O

-

-

-

O

-

Educ.

Kim et al. F/M (16) 76.6
F/M (17) 76.8
Aerobic; muscular
(2010) [26]
(65~85)
(65~85) strength using elastic band

71.2
(≥65)

Yoga

Muscular strength; balance

Aerobic (Seniorobic)

Tai Chi

Leg muscular strength;
balance

Ankle muscular strength
/flexibility

Aerobic (walking)

Exercise
(training)

-

F (20)

69.2
(≥65)

≥65

≥65

77.5
(70~89)

81.2
(≥65)

≥65

78.2
(65~88)

Mean
age
(range)

Type, element, material of
intervention

Pilates; muscular strength
(core) using elastic band

71.0
(≥65)

70.3
(≥65)

F (10)

F (14)/
M (7)

≥65

F (10)/
M (10)

Yoo
(2009) [23]

F (27)/
M (3)

F/M (22)

F (15)/
M (8)

Liu et al.
(2008) [21]

78.4
(≥65)

F (22)

Byun et al. F/M (22)
69
(2009) [22]
(≥65)

F (27)/
M (2)

Gu et al.
(2006) [20]

≥65

F (18)

Gender
(n)

F (14)/
M (10)

F (22)

Shin et al.
(2005) [19]

75.3
(65~90)

Mean
age
(range)

Control
group

77.7
(70~89)

F (18)

Gender
(n)

Choi et al.
(2000) [18]

Author
(year)

Experimental
group

Table 1. Design and Findings of Non-Randomized Controlled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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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12)/
M (6)

F (14)

F (22)/
M (2)

F (18)/
M (4)

F (16)

F (15)

F (15)

Oh
(2016) [39]

Son et al.
(2017)[ 40]

Jo et al.
(2017) [41]

Oh et al.
(2018) [42]

Choi et al.
(2018) [43]

Kwon et al.
(2019) [44]

Lim et al.
(2019) [45]

F (15)

F (12)

F (12)

F (18)/
M (4)

F (14)/
M (7)

F (16)

F (12)/
M (7)

69.2
(≥65)

78.9
(≥70)

77.3
(≥65)

71.6
(≥65)

75.0
(≥65)

78.2
(≥65)

71.6
(≥65)

78.1
(≥65)

≥65

≥65

71.3
(65~74)

68.7
(≥65)

74.3
(≥65)

75.7
(≥65)

Mean
age
(range)

Muscular strength
using dumbbell

Muscular strength
using sand band

Kouksundo

Muscle strength
(core) using ball

Home support
exercise program

Muscular strength
& balance using
elastic band;
Korean dance

Tai-Chi

Aerobic; balance

Qi-gong

-

Muscular strength

Pilates

Muscular strength
& balance using
elastic band

Muscular strength
using sling, elastic
band

Exercise
(training)

-

-

-

-

O

-

-

O

-

O

-

-

O

-

Educ.

Type, element, material
of intervention

UC

UC

UC

Expert

UC

UC

Researcher

UC

Expert

UC

UC

Assistant
researcher

UC

UC

Who
provided

S3

S2

UC

S3

S3&4

S3

S3

S3

S3

S3

S2

S4

S3&4

UC

Where

Group

Group

Group

Individual

Individual
/group

Group

Group

Group

Individual
/group

Individual
/group

Group

Individual

Individual
/group

Group

Facetoface

Delivery

-

-

-

-

-

-

-

-

-

-

-

-

-

-

Non
facetoface

8/3/60

12/3/40~60

12/3/60

14/2/80

8/1/60

12/2/60

6/5/60

10/2/50

12/2/60

6/1/40

12/3/60

8/10/20

8/5/90

8/3/60

Period (week)
/Times a week
/Time of each
session (minute)

Intervention
intensity

-

X

X

-

↑

-

-

↑

-

-

↑

-

↑

↑

Balance

Body fat/
weight↓;
muscle mass↑

BMI; WC X

-

-

-

Posture↑

-

-

-

-

-

-

-

-

Body
composition

Lower
extremity↑

Lower/
upper
extremity↑

Upper
extremity↑

Lower
extremity↑

-

-

-

X

X

-

X

Agility/coordination↑;
cardiovascular function;
hematological indicators X

Gait/walking X

Agility/coordination;
gait/walking↑

-

Agility/
coordination;
gait/walking↑

-

-

-

-

-

Agility/coordination;
gait/walking↑

-

Gait/walking↑

Others

Lower/
Agility/coordination;
upper
gait/walking↑;
extremity↑ hematological indicators↓

Lower
extremity↑

L.ower
extremity↑

Lower
extremity↑

Lower
Lower
extremity↑ extremity↑

Lower
Lower
extremity↑ extremity↑

-

-

-

-

-

Lower/
Lower/
upper
upper
extremity↑ extremity↑

-

-

Flexibility

Muscle
strength

Findings (p＜.05)

-

-

Efficacy↑

Health status↑

Efficacy X;
prevention activity↑

Efficacy X

Fear of
falling; pain↓

Fear of falling X

Balance onfidence↑;
fear of falling X ;
health status↑

Efficacy: E1, E2↑;
prevention behavioral intention X

-

Efficacy↑

Efficacy↑

-

Self-report

6

6

6

6

6

6

7

7

9

7

6

6

6

6

JBI
total
(0~9)

(N=28)

F=Female; M: Male; Educ.=Education; O=Yes; -=Not applicable; UC=Un Clear; S1=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elderly; S2=Medical facilities for the elderly; S3=Leisure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S4=Home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Findings=Statistical significance was found in the group differences in pre-post scores or interactions in repeated measure of ANOVA (p＜.05); X=No; ↑=increase; ↓=Decrease; BMD=Bone mineral density; BMI=Body mass index; WC=Waist
circumference; JBI=Joanna briggs institute.

69.0
(≥65)

82.6
(≥70)

77.1
(≥65)

72.4
(≥65)

76.3
(≥65)

73.4
(≥65)

72.5
(≥65)

80.5
(≥65)

F (21)/
M (1)

F (20)/
M (1)

≥65

Shin et al.
(2016) [38]

F (10)

F (22)/
M (4)

69.6
(65~74)

F (10)

F (22)/
M (4)

F (10)

Baek et al.
(2015)[35]

72.9
(≥65)

F (29)/
M (0)

Park et al.
(2016) [37]

F (22)

Seo et al.
(2014) [34]

73.5
(≥65)

F (8)

Gender
(n)

F/M (15)

F (26)/
M (2)

Bae et al.
(2014) [33]

75.6
(≥65)

Mean
age
(range)

Control
group

Jang et al. F/M (36) ≥65
(2015) [36]

F (8)

Gender
(n)

Choi et al.
(2013) [32]

Author
(year)

Experimental
group

Table 1. Design and Findings of Non-Randomized Controlled Studies (Continued)

박정하·김희주

F (20)/
M (2)

F (20)

F (34)

F (13)

F (11)

F (18)

F (8)

F (17)/
M (4)

F (17)/
M (8)

Sohng et al.
(2003) [47]

Choi et al.
(2005) [48]

Sung et al.
(2007) [49]

Park et al.
(2009) [50]

Lee
(2009) [51]

Lee et al.
(2009) [52]

Kim et al.
(2010) [53]

Lee, et al.
(2011) [54]

Lee et al.
(2011) [55]

65.5
(≥65)

(65~85)

79.6
(66~88)

74.5
(≥65)

79.8
(≥65)

71.8
(≥65)

68.3
(≥65)

73.4
(≥65)

72.0
(≥65)

71.9
(≥65)

76.4
(65~83)

78.5
(≥70)

Muscular strength;
balance

Muscular strength using
chair, ball; balance

Balance using balance
device

Muscular strength
using elastic band,
walking mat (unstable
surface) & ball

Flexibility; muscle
strength; balance

Dance sports
(rumba, chachacha, jive)

Aquatic exercise using
buoyancy equipments.

Leg muscular strength
using elastic band

E1: muscular strength
using elastic band
E2: balance using ball,
foam roller, etc.

Muscular strength using
elastic band; balance
using cushion pad

Muscular strength;
balance

Korean dance-Hansam,
Sogo

Exercise
(training)

-

O

-

-

-

-

-

-

-

-

O

O

Educ.

Type, element, material of
intervention

UC

UC

UC

Assistant
researcher

UC

UC

UC

UC

UC

Researcher

Expert

UC

S3

S3

S3

S3

S3

S3

S3

S3

S3

S3

S3

S1

Who
Where
provided

Individual

Individual

Individual

Group

Group

Group

Group

Group

Group

Group

Group

Individual
/group

Face
-to
-face

Delivery

-

-

-

-

-

-

-

-

-

-

-

-

Non
face
-to
-face

8/3/55

4/7/30~50

6/3/60

8/2/60

10/2/60

9/3/60

24/3/50~60

8/3/55

12/3/60

10/≥2/70

8/4/40

8/3/90~100

Period (week)
/Times a week
/Time of each
session (minute)

Intervention
intensity

↑

↑

↑

-

↑

↑

↑

X

X

↑

↑

↑

Balance

Lower
extremity:
E1↑

-

-

-

-

-

-

-

Lower
Gait/walking↑
extremity↑

-

X

-

-

-

-

Lower
extremity↑

-

-

X

Lower
Lower
extremity↑ extremity↑

Lower
extremity↑

-

-

Agility/
coordination↑

Gait/walking↑

Agility/
coordination;
proprioception↑

Agility/
coordination↑;
gait/walking X

Agility/
coordination;
cardiovascular
function↑

Lower
Lower
Gait/walking↑
extremity↑ extremity↑

-

-

Others

Lower/
Gait/walking↑
upper
extremity↑

Muscle
strength

Lower
Lower
extremity↑ extremity↑

-

Flexibility

Body
Lower
Upper
fat/weight/ extremity↑ extremity↑
WHR↓

-

-

-

-

-

Body
composition

Findings (p＜.05)

-

Balance
confidence X

-

-

-

-

Balance
confidence↑

-

Balance
confidence:
E1&2↑

-

Activities of
daily living X;
depression↓

Frequency X

Self-report

5

7

10

9

5

5

5

5

5

4

6

9

JBI
total
(0~13)

(N=31)

F=Female; M: Male; Educ.=Education; O=Yes; -=Not applicable; UC=Un clear; S1=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elderly; S2=Medical facilities for the elderly; S3=Leisure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Findings=Statistical significance was found in
the group differences in pre-post scores or interactions in repeated measure of ANOVA (p＜.05); X=No; ↑=increase; ↓=Decrease; WHR=Waist to hip ratio; BMI=Body mass index; JBI=Joanna briggs institute.

F/M
(13)

Kim et al. F/M (13) 67.8
(2012) [57]
(≥65)

F (19)/
M (7)

F (15)/
M (7)

F (8)

F (13)

F (11)

F (9)

F (18)

F (20)

F (21)/
M (2)

F (19)

F (1)/
M (7)

79.8
(66~88)

74.7
(≥65)

81.6
(≥65)

69.6
(≥65)

68.5
(≥65)

73.2
(≥65)

≥65

72.4
(≥65)

75.0
(65~83)

76.7
(≥70)

Gender
(n)

Mean
age
(range)

Control
group

(65~85)

Chang et al. F (10)/
(2011) [56]
M (0)

F (19)

Mean
Gender
age
(n)
(range)

Jeon et al.
(2002) [46]

Author
(year)

Experimental
group

Table 2. Design and Findings of Randomized Controlled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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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14)/
M (6)

F/M (12)

F (20)

F (64)

F (21)

F (21)

F (20)

F (14)

Lee et al.
(2012) [59]

Lim
(2012) [60]

Cho et al.
(2012) [61]

Seo et al.
(2012) [62]

Park
(2013) [63]

Kim et al.
(2014) [64]

Byun et al.
(2014) [65]

Zhao et al.
(2014) [66]

69.8
(≥65)

73.2
(≥65)

77.6
(≥75)

≥65

≥65

65~80

67.2
(≥65)

80.9
(65~85)

≥65

Mean
age
(range)

F (14)

F (20)

F (17)

F (7)

F (31)

F (10)

F/M
(12)

F (17)/
M (4)

F (15)

Gender
(n)

69.4
(≥65)

72.1
(≥65)

80.0
(≥75)

74.5
(≥65)

70.3
(≥65)

71.8
(65~80)

67.1
(≥65)

79.7
(≥65)

74.5
(≥65)

Mean
age
(range)

Control
group

Tai Chi

Dance sports
(cha-cha, jive)

Weight-bearing home
support exercise
program

Muscular strength
using elastic band
with or without
dance sport

E1: muscular strength
using elastic band
E2: balance using ball

E1: muscular
strength; balance
E2: muscular
strength; balance;
ankle joint strategy
training

Tai-Chi

Cognitive task
balance training

Silver health
gymnastic
; muscular strength
using elastic band;
balance or Tai-chi

Exercise
(training)

-

-

-

-

-

-

-

-

-

Educ.

Type, element, material of
intervention

UC

Expert

UC

UC

UC

UC

UC

UC

UC

S3

S3

S3

S3

S3

UC

S3

S3

S3

Who
Where
provided

Group

Group

Group

Group

Group

Group

Group

Individual

Group

Face
-to
-face

Delivery

-

-

-

-

-

-

-

-

-

Non
face
-to
-face

12/3/50

12/3/60

16/3/60

12/4/60

-/-/50

6/3/60

8/3/40~60

8/3/30

12/3/50

Period (week)
/Times a week
/Time of each
session (minute)

Intervention
intensity

↑

↑

-

X

E1&2↑

E2↑

-

↑

↑

Balance

-

-

Body type
(endomorphy↓,
mesomorphy↑)

BMI/
body weight X

-

-

-

-

-

Body
composition

Lower
extremity↑

-

-

X

-

-

-

-

-

Flexibility

-

-

-

Lower/
upper
extremity↑

Lower
extremity:
E1↑

Lower
extremity:
E2↑

Lower
extremity↑

-

Lower
extremity↑

Muscle
strength

Findings (p＜.05)

Agility/
coordination;
gait/walking↑

-

-

-

Agility/
coordination;
proprioception
: E1&2↑

-

-

Agility/
coordination;
visual
perception↑

Agility/
coordination;
gait/walking↑

Others

-

Ego-resilience;
subjective
happiness↑

Efficacy↑

Fear of
falling↓

Efficacy:
E1&2↑

-

Efficacy↑

-

-

Self-report

5

5

5

5

5

6

5

9

5

JBI
total
(0~13)

(N=31)

F=Female; M: Male; Educ.=Education; O=Yes; -=Not applicable; UC=Un clear; S1=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elderly; S2=Medical facilities for the elderly; S3=Leisure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Findings=Statistical significance was found in
the group differences in pre-post scores or interactions in repeated measure of ANOVA (p＜.05); X=No; ↑=increase; ↓=Decrease; WHR=Waist to hip ratio; BMI=Body mass index; JBI=Joanna briggs institute.

F (30)

Gender
(n)

Moon et al.
(2012) [58]

Author
(year)

Experimenta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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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23)

F (9)

F (10)

F (8)

F (13)

F (18)

F (8)

Lee et al.
(2016) [69]

Ko et al.
(2017) [70]

Park et al.
(2017) [71]

Lee
(2017a) [72]

Lee
(2017b) [73]

Kim et al.
(2018) [74]

Oh et al.
(2018) [75]

78.1
(≥65)

69.2
(65~74)

69.4
(≥65)

70.3
(≥65)

68.1
(≥65)

69.5
(≥65)

70.6
(≥65)

75.0
(≥65)

70.5
(≥65)

66.8
(≥65)

Mean
age
(range)

F (13)

F (8)

F (15)

F (13)

F (8)

F (9)

F (13)

F (15)

F (10)

F (8)

Gender
(n)

81.5
(≥65)

69.3
(65~74)

70.3
(≥65)

71.0
(≥65)

67.6
(≥65)

68.6
(≥65)

72.2
(≥65)

74.4
(≥65)

69.6
(≥65)

66.5
(≥65)

Mean
age
(range)

Control
group

Muscular strength
using elastic band;
balance

Muscular strength for
legs

Aerobic (walking);
muscular strength;
balance using
unstable surface

Muscular strength
using elastic band

Line dance

Muscular strength
using elastic band

Muscular strength;
flexibility; gravity,
multisensory &
posture training

Korea traditional
dance
using
movement-basedstep device

Muscle strength;
balance
(core stability)

Aquatic exercise

Exercise
(training)

-

-

-

-

-

-

O

-

-

-

Educ.

Type, element, material of
intervention

Expert

UC

UC

UC

Expert

UC

UC

UC

UC

UC

S3

S2

UC

S3

S3

UC

S3

S3

UC

S3

Who
Where
provided

UC

Group

Group

Group

Group

Group

Group

individual

Group

Group

Face
-to
-face

Delivery

Individual

-

-

-

-

-

-

-

-

-

Non
face
-to
-face

12/3/20~40

8/3/60

12/3/60

12/3/50

12/3/60

12/3/60

10/2~3/-

9/2~3/20~30

12/3/45~60

8/3/60

Period (week)
/Times a week
/Time of each
session (minute)

Intervention
intensity

↑

-

↑

↑

↑

↑

↑

-

↑

↑

Balance

-

Lower
extremity↑

-

Flexibility

Appendicular
lean soft tissue/
lower limb
mass/skeletal
muscle↑

Fat free mass/
skeletal
muscle↑

BMI/body
fat/weight/
WHR X

-

-

BMI/
body weight↓

X

X

-

-

-

-

BMI/
Lower
body weight↓ extremity↑

-

-

-

Body
composition
Gait/walking;
cardiovascular
function↑

Others

-

Agility/
coordination;
gait/walking↑

Gait/walking↑

Gait/walking;
hematological
indicators↑

Cardiovascular
function↑

-

-

-

-

Risk X

-

Balance
confidence;
efficacy↑

-

-

Self-report

Lower
Agility/
Efficacy X;
extremity↑ coordination X; fear of falling↓
gait/walking X

Lower
Agility/
extremity↑ coordination↑

Lower
extremity↑

-

Lower
extremity↑

-

Lower/
Agility/
upper
coordination;
extremity↑ gait/walking↑

-

Lower/
Agility/
upper
coordination;
extremity↑ gait/walking↑

Lower
extremity↑

Muscle
strength

Findings (p＜.05)

7

5

5

5

5

5

6

7

5

5

JBI
total
(0~13)

(N=31)

F=Female; M: Male; Educ.=Education; O=Yes; -=Not applicable; UC=Un clear; S1=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elderly; S2=Medical facilities for the elderly; S3=Leisure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Findings=Statistical significance was found in
the group differences in pre-post scores or interactions in repeated measure of ANOVA (p＜.05); X=No; ↑=increase; ↓=Decrease; WHR=Waist to hip ratio; BMI=Body mass index; JBI=Joanna briggs institute.

F (10)

F (10)

An et al.
(2016) [68]

Hong et al.
(2018) [76]

F (8)

Gender
(n)

Choi et al.
(2014) [67]

Author
(year)

Experimenta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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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으며, 유산소 운동을 포함한 중재가 5편(걷기 1편)의 연구

은 대부분의 연구(유사 실험 28편, 무작위 실험 30편)가 대면

에서 시행되었고, 유연성 운동을 포함한 중재가 3편이 있었다.

이었고, 비대면인 경우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었다. 강

타이치(n=2), 필라테스(n=2) 등과 같은 다양한 운동 요소를

도는 24주가 가장 긴 기간이었으며, 52주(1년) 즉, 장기간의 연

포함한 정형화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연구도 있었다. 2개 이

구는 없었다.

상의 구성 요소를 같이 제공한 연구는 근력 ․ 균형 운동(n=4)
이 가장 많았다. 사용 도구는 탄력밴드(n=7)가 가장 많았고,

4. 결과 변수의 종류 및 측정도구

제공 방법으로 중재를 제공한 사람은 고용된 전문가(n=4)가
가장 많으며, 장소는 여가 복지시설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다양한 결과 변수가 중재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사

(n=17). 형식은 대다수의 연구가 대면으로 집단을 대상(n=25)

용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객관적 변수를 총 10영역으로 분류

으로 중재를 수행하였다. 강도는 기간이 6~16주, 빈도가 주

하였고(Table 3), 주관적 변수는 총 14영역으로(Table 4) 분류

1~10회, 시간이 20~90분으로 다양하였고, 12주(n=12) 간, 주

하여 조사하였다. 객관적 변수로 균형(n=44), 근력(n=44), 보

3회(n=15), 60분(n=14) 씩이 가장 빈번하였다.

행(n=30), 민첩성/협응력(n=25), 유연성(n=24), 신체 조성

무작위 실험연구(n=31)의 중재 유형은 모든 연구가 운동

(n=14) 순으로 많이 연구되었다. 소수의 연구에서 심폐기능,

중재를 포함하였고(n=31), 4편의 연구에서 교육 중재를 추가

혈액학적 지표, 고유수용성 감각, 시지각 등이 연구되었다. 균

로 활용하였다. 구성 요소는 근력운동(n=19)과 균형 운동

형 변수의 측정도구로는 외발서기(n=25), 근력 측정에는 의

(n=14)이 가장 많았으며, 유연성 운동이 2편, 유산소 운동(걷

자에 앉았다 일어서기(n=28), 보행 측정에는 걷기, 발 스테핑

기)이 1편의 연구에서 시행되었다. 몇몇 연구에서 댄스스포츠

(n=19)이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민첩성/협응력 측정에는 의

(n=3), 타이치(n=3), 한국무용(n=2), 수중운동(n=2) 등과 같

자에서 일어나 걸어갔다 돌아오기, 양발을 벌렸다 오므리는

은 정형화된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2개 이상의 운동 구성 요

동작, 8자 보행을 포함한 Senior Fitness Test 도구[79](n=23)

소를 같이 제공한 연구는 근력 ․ 균형 운동(n=7)이 가장 많았

가 가장 많이 활용되었고, 유연성 측정에는 앉아서 윗몸 앞으

다. 사용 도구는 탄력밴드(n=10), 공(n=4)이 가장 많았다. 제

로 굽히기(n=20), 신체 조성 측정에는 체중(n=11)이 가장 많

공 방법으로 중재를 제공한 사람은 고용된 전문가(n=4)가 가

이 활용되었다.

장 많았으며, 장소는 대다수 연구가 여가 복지시설에서 이루

주관적 변수로는 낙상 효능감(n=15), 낙상 두려움(n=8), 균

어졌다(n=25). 형식은 대다수의 연구가 대면으로 집단을 대

형 자신감(n=5), 건강 상태(n=3), 낙상 빈도(n=3), 낙상예방

상(n=25)으로 수행되었다. 1편의 연구에서 비대면 중재만을

(n=3) 순으로 많이 연구되었다. 일상생활능력, 우울, 자아탄력

개인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강도는 기간이 4~24주, 빈도가

성, 낙상 위험, 허약 수준, 통증, 주관적 행복감과 같은 간접적인

주 2~7회, 시간이 20~100분으로 다양하였고, 12주(n=11) 간,

지표도 소수의 연구(각 3편 미만)에서 변수로 선정되었다. 낙

주 3회(n=22), 60분(n=14) 씩이 가장 빈번하였다.

상 효능감 측정도구로는 Tinetti 척도[80](n=10), 낙상 두려움

두 실험 디자인 모두 중재 유형은 교육 중재가 일부 연구(유

측정도구로는 Tideiksaar가 개발한 척도[81](n=6)가 가장 많

사 실험 8편, 무작위 실험 4편)에서 활용되었으며, 교육의 내

이 활용되었고, 균형 자신감 측정도구는 Activities-specific

용은 일반적인 내용(낙상의 정의, 원인, 예방)과 환경 조정에

Balance Confidence [82](n=4)가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이

대한 내용(환경의 중요성, 주택 개조 제공 유형, 주택 개조를

외에도 다양한 측정도구들이 연구에서 활용되었고, 5개의 도

위한 지원)으로 구성되었다. 구성 요소는 다양하였으나 대부

구가 저자가 개발한 도구였다.

분의 연구(유사 실험 19편, 무작위 실험 22편)가 하체 운동에
집중하였다. 사용 도구는 일부 연구(유사 실험 1편, 무작위 실

5. 중재 특성별, 측정도구별 중재 효과의 차이

험 2편)에서 운동 장비를 이용하였다. 제공 방법으로 중재를
제공한 사람은 연구자(유사 실험 3편, 무작위 실험 1편), 훈련

두 디자인 모두에서 중재의 유형을 보면 운동을 포함한 중

된 연구보조원(유사 실험 2편, 무작위 실험 1편)가 일부 연구

재는, 거의 모든 연구에서 근력 증가(유사 실험 22편 중 20편,

에서 보고되었다. 장소는 주거 및 의료 복지 시설, 재가 시설에

무작위 실험 22편 중 20편)와 균형감각 향상(유사 실험 18편

서 이루어진 연구는 거의 없었다. 특정 질환을 대상으로 한 연

중 14편, 무작위 실험 26편 중 23편)에 효과가 있었다. 교육을

구를 제외하여, 모든 연구가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졌다. 형식

함께 적용한 모든 운동 중재 연구에서 근력(유사 실험 6편,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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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easures of Objective Outcome
Outcome

Measures (Developer)

1. Balance

Berg Balance Scale (Berg et al., (1995))

62*

Fullerton Advanced Balance Scale (Rose et al., 2006)

70*

59*

Multidirectional Reach Test (Newton, 2001)

70*

Short Physical Performance Battery (Guralnik et al., 2000)
- Semi-Tandem Stance/Side-by-Side/Tandem Stance
Star Excursion Balance Test
Tandem gait/Walk in a straight line
Tetrax balance system,
Tetrax Interactive Balance System (Schwesig et al., 2003)
Tinetti Balance scale (Tinetti, 1986)
Romberg's test
Weight Distribution Index

18*, 20*, 21*, 22*, 23*, 24*, 25,
26*, 31, 32* 35*, 38*, 41*, 44,
46*, 48*, 50, 51*, 52*, 58*, 62*,
65*, 66*, 67*, 72*
20*, 43, 47*, 49, 58, 74
61*
28, 52
33*, 56*
18*
28*, 73*
27*

Others

52, 55*, 57*, 59*, 63, 68*, 71*

Appendicular lean soft tissue/Body Mass Index/
Fat free mass/Lean body mass/Lower limb mass/
Muscle mass/Skeletal muscle mass

18*, 26, 44, 45*, 63, 70*, 71*,
74, 75*, 76*

Body fat

18*, 26, 45*, 51*, 71, 74, 75, 76

Body type
Body weight
Bone Mineral Density
Posture

2) Upper extremity

51*, 53*, 55*, 59* 61*, 74*

Limit of Stability

Senior Fitness Test (Rikli et al., 2012)-One Leg Stand

3. Flexibility
1) Lower extremity

35*, 51, 55*, 56, 59*, 66*, 76*

Figure of Eight Running

Functional Reach Test (Duncan et al., 1990)

2. Body composition

Studies (*p＜.05)

64*
18, 26, 45*, 51*, 63, 64, 70*,
71*, 74, 75, 76
30*leg
40*

Waist Circumference

44, 74

Waist to Hip Ratio

51*, 70

Ankle, Leg (Range of Motion, °)

18*, 47*, 53*, 66*

Senior Fitness Test (Rikli et al., 2012)-sit and reach

21*, 22*, 24*, 26, 29, 31*, 34*,
40*, 41*, 42, 44, 45, 50*, 51*,
52*, 63, 68*, 70*, 75, 76

Senior Fitness Test (Rikli et al., 2012)-back scratch

24, 26, 29, 34*, 68, 70,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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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easures of Objective Outcome (Continued)
Outcome
4. Muscle strength
1) Lower extremity

Measures (Developer)
Ankle, Hip, Knee, Leg muscle strength
(kg, Maximal Voluntary Contraction, isokinetic, lbs, N)
Heel raise
Senior Fitness Test (Rikli et al., 2012)-Chair Stand Test

2) Upper extremity

Back (Kg)
Senior Fitness Test (Rikli et al., 2012)-grip/arm curl

5. Agility/Coordination

7. Gait/Walking

20*, 22*, 24*, 25, 26*, 29*, 31*, 32*,
34*, 38*, 40*, 41*, 42*, 43*, 44*, 45*,
48*, 50*, 52, 54, 58*, 63*, 67*, 68*, 70*,
72*, 75*, 76*
21
21, 24, 26, 29, 34* 39*, 40, 44, 45*, 46*,
51*, 63*, 68*, 70*, 76

Waist (isokinetic)

32*

Get up and go (Mathias et al., 1986)

23*, 46*
25, 26, 28*, 29*, 31*, 34*, 40*, 42*, 44*,
45*, 51*, 52*, 53*, 55*, 58*, 59*, 62*,
66*, 68*, 70*, 74*, 75*, 76

Systemic reaction, jump in place

51*

Arterial compliance (brachial-ankle Pulse Wave Velocity)

71*

Cerebral blood flow

67*

Maximum oxygen intake

51*

Systolic blood pressure

44

Gait cycle/Double support

Maximal Step Length test

25, 54*, 74*
25*, 27, 28, 46*, 48*, 66*, 73*
58*

Senior Fitness Test (Rikli et al., 2012)-foot stepping/walk

20*, 21, 24, 25*, 26*, 29*, 31*, 32*, 34*,
40*, 42*fast, 45* 50*, 52, 67*, 68*, 70*,
72*, 76

Short Physical Performance Battery (Guralnik et al., 2000)
- step velocity

28, 43, 46*, 58*, 66*, 73*, 74

Stair up 4 steps
Step cadence/Step time
Step distance/Step variance/Stride length
Tinetti Gait scale (Tinetti, 1986)
Aging-related hormones (growth hormones, melatonin)

42*
25, 28*, 54*, 74
25, 27*, 46*, 48, 54*, 74*
18*
72*growth hormones

Blood glucose, HbA1c, insulin resistance

44, 45*

Blood total colesterol, Blood triglyceride

44

9. Proprioception

Proprioception (Lord et al., 2003)

10. Visual perception

Motor-free Visual Perception Test-3

76

20*, 38*

51*

Ink foot prints (Boenig, 1977)-step length/step width

8. Hematological indicators

18*, 20*, 23*, 30*60degree,
31asymmetry, 33*, 46*, 47*, 49*, 52,
53*, 57*, 60*, 61*, 62*, 74*, 75*

Sit-up

Senior Fitness Test (Rikli et al., 2012)
- foot up and go/open both feet and close them
together/timed up and go/8~way walk

6. Cardiovascular function

Studies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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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easures of Subjective Outcome
Outcome

Measures (Developer)

Item number

Studies (p＜.05)

1. Activities of daily living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Lawton, et al., 1969)

9

47

2. Balance confidence

Activities-specific Balance Confidence
(Powell et al., 1995)

16

37*, 51*, 56, 69*

Rose (2003) developed scale

16

49*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Radloff, 1977)

20

19

Geriatric Depression Scale (Yesavage, el al., 1983)

15

47*

4. Ego-resilience

California Personality Inventory (Klohnen, 1996)

29

65*

5. Fall efficacy

Author developed scale

8

19*

Tinetti et al.'s scale (1990)

10

21, 23*, 31*, 33*, 34*, 36*,
60*, 62*, 64*, 69*

Yardley et al.'s scale (2005)

12

40, 41, 43*activity, 76

3. Depression

6. Fall frequency

Author developed scale

-

20*, 22, 46

7. Fall knowledge

Author developed scale

16

19*

8, Fall prevention

Activity (author developed scale)

15

19*

Activity (Ku et al., 2002)

12

41*

Behavioral Intention (Jang et al., 2014)

14

36

-

27, 71

Fear Of Falling Questionnaire (Tideiksaar, 1997)

11

21*, 24*, 37, 38, 39*, 76*

Survey of Activities and Fear of Falling the Elderly
(Lachman et al., 1998)

11

23, 63*

11. Frailty

Frailty scale (Sun et al., 2008)

20

26

12. Health status

Short Form-36 (Ware et al., 1992)

-

21

15

37*

Hwa-Byung Diagnostic Interview Schedule
(Kim el al., 2004 & Min, 1998)

-

37*

Farmer's syndrome (Komatsuzaki, 1970)

8

42*

13. Pain

Visual Analogue Scale (Cline et al., 1992)

-

39*

14. Subjective happiness

Oxford Happiness Questionnaire (Hills et al., 2002)

29

65*

9. Fall risk
10. Fear of falling

Author developed scale

Physical health status (Park, 2008 & Lee, 2000)

-=Not reported.

작위 실험 3편)과 균형(유사 실험 5편, 무작위 실험 4편)에 효

사용 도구로 탄력밴드를 가장 빈번히 이용하였고, 근력 증

과가 있었다. 교육만을 중재로 한 연구는 단 1편[36]으로 이 중

가(유사 실험 7편 중 6편, 무작위 실험 8편 중 7편)와 균형감각

재의 효과를 확인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였다.

향상(유사 실험 5편 중 3편, 무작위 실험 9편 중 6편)에 효과가

구성 요소를 보면 균형 운동을 포함한 중재는 균형감각 향

있었다.

상에 근력운동보다 일관성 있게 효과가 있었고, 근력운동을

제공 방법을 보면 중재를 제공한 사람은 전문가가 제공한

포함한 중재는 근력 증가에 균형 운동보다 일관성 있게 효과

거의 모든 연구에서 근력(유사 실험 3편 중 2편, 무작위 실험 3

가 있었다.

편 중 3편), 균형(유사 실험 2편 중 2편, 무작위 실험 4편 중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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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에 효과가 있었다. 연구자가 제공한 모든 연구에서도 근력

서 하지(발목, 고관절, 무릎, 다리) 근력 측정, 의자에 앉았다

(유사 실험 3편, 무작위 실험 1편), 균형(유사 실험 2편, 무작위

일어서기, 민첩성/협응력 영역에서 의자에서 일어나 걸어갔

실험 1편)에 효과가 있었다. 장소는 여가 복지시설에서 많이

다 돌아오기, 양발을 벌렸다 오므리는 동작, 8자 보행, 보행 영

이루어졌고, 근력 증가(유사 실험 13편 중 13편, 무작위 실험

역에서 보폭, 걷기, 발 스테핑이었다. 신체 조성, 유연성 영역

17편 중 15편), 균형감각 향상(유사 실험 9편 중 8편, 무작위 실

에는 일관성 있게 효과가 있는 도구가 없었다. 주관적 도구로

험 21편 중 18편)에 효과가 있었다. 형식은 대부분의 연구가

는 낙상 효능감 영역에서 Tinetti 낙상 효능감 척도[80]가 9편

집단을 대상으로 대면으로 중재를 제공하였고, 이러한 제공

의 연구에서 일관성 있게 중재 효과가 있었고, 낙상 두려움 영

유형만을 사용한 연구는 대다수의 연구에서 근력 증가(유사

역에서 일관성 있게 효과가 있는 도구는 없었다. 다른 영역에

실험 16편 중 14편, 무작위 실험 19편 중 17편)와 균형감각 향

서는 각 도구의 활용 빈도가 5회 미만으로 낮았다.

상(유사 실험 15편 중 11편, 무작위 실험 20편 중 17편)에 효과
가 있었다. 소수의 연구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대면 중재를 제

논

의

공하였고, 이러한 제공 형식만을 사용한 모든 연구에서 근력
(유사 실험 3편, 무작위 실험 1편)과 균형(무작위 실험 4편)에

본 연구는 한국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낙상예방 중재 연구

효과가 있었고, 개인과 집단을 병합한 대면 중재만을 제공한

59편을 분석하여, 지금까지 연구된 중재의 특성(중재의 유형,

모든 연구에서도 근력 ․ 균형(유사 실험 3편, 무작위 실험 1편)

구성 요소, 사용 도구, 제공 방법, 강도), 결과 변수와 측정도구

에 효과가 있었다. 비대면 중재만을 사용한 연구는 단 1편[76]

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현황을 확인하였고, 중재의 특성 및

이기 때문에 효과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측정도구별로 효과의 차이를 보이는 연구결과 상의 패턴이 있

강도를 보면 중재 기간으로 가장 많이 연구된 기간인 12주

는지를 검토하였다. 중재 유형은 운동 중재가 가장 많이 연구

중재는, 대다수의 연구에서 근력 증가(유사 실험 9편 중 7편,

되었고, 구성 요소는 근력, 균형이 가장 많았으며, 사용 도구는

무작위 실험 7편 중 7편)와 균형감각 향상(유사 실험 10편 중 6

탄력밴드가 가장 많았다. 제공 방법으로 중재를 제공한 사람

편, 무작위 실험 11편 중 9편)에 효과가 있었다. 중재 기간이 8

은 고용된 전문가가 가장 많았고, 장소는 여가 복지시설이 가

주인 경우에도 대다수의 연구에서 근력 증가(유사 실험 7편 중

장 많았고, 형식은 집단을 대상으로 대면으로 시행한 중재가

7편, 무작위 실험 8편 중 7편)와 균형감각 향상(유사 실험 5편

가장 많았다. 강도(기간, 빈도, 시간)는 12주간, 주 3회, 회당 60

중 5편, 무작위 실험 6편 중 5편)에 효과가 있었다. 중재 기간이

분간이 가장 많았다. 다양한 결과 변수와 객관적, 주관적 도구

6주인 경우에도 근력과 균형에 효과가 있었으나 단 1편[61]으

가 연구되었다. 결과 변수로 가장 많이 연구된 것은 균형과 근

로 6주의 중재 기간의 효과를 확인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였

력이었다. 균형 측정에는 외발서기, 근력 측정에는 의자에 앉

다. 중재 빈도는 주 3회를 가장 많이 연구하였고, 대다수의 연

았다 일어서기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이상과 같은 중재의

구에서 근력 증가(유사 실험 12편 중 11편, 무작위 실험 15편

특성과 결과 변수를 분석한 결과는 이전에 시행된 한국인 노

중 14편)와 균형감각 향상(유사 실험 14편 중 10편, 무작위 실

인 대상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결과와 중재 유형, 구성 요소, 결

험 19편 중 17편)에 효과가 있었다. 중재 빈도가 주 1회인 경우

과 변수에 대한 빈도 분포[13,14]에서 유사하였다. 강도 중 시

에도 근력과 균형에 효과가 있었으나 단 1편[41]으로 주 1회의

간에 대한 결과는 일치하였으나, 기간, 빈도는 8주간, 주 1회가

중재 빈도의 효과를 확인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였다. 중재

많았다는 선행연구결과[14]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

시간은 60분이 가장 많이 연구되었고, 대다수의 연구에서 근

과의 차이는 표본의 차이로 인한 것이며, 본 연구의 결과가 광

력 증가(유사 실험 10편 중 8편, 무작위 실험 10편 중 8편)와 균

범위한 문헌고찰을 통해 보다 확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

형감각 향상(유사 실험 10편 중 8편, 무작위 실험 11편 중 9편)

중재의 특성에 따른 효과의 패턴을 분석한 결과, 중재의 유

에 효과가 있었다. 중재 시간이 40분인 경우에도 근력, 균형에

형 중 운동 중재는 균형과 근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으며, 구성

효과가 있었다(유사 실험 1편, 무작위 실험 1편).

요소 중 균형 운동은 균형 향상에, 근력운동은 근력에 더 도움

표 3과 4에 도구별로 중재 효과 검정 결과를 제시하였다. 많

을 주었다. 하지의 균형과 근력이 모두 낙상 예방에 필요하므

이 사용된 도구(5편 이상 연구) 중에서 70% 이상 연구에서 일

로 두 요소를 모두 포함한 운동 방법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운

관성 있게 효과가 있다고 보고한 객관적 도구는 균형 영역에

동 중재 효과를 메타 분석한 한국인 노인 대상 연구[10]에서

서 Berg 균형 척도[83], 기능적 팔뻗기, 외발서기, 근력 영역에

하지 근력운동은 균형에 효과가 있고, 11개 국가(네덜란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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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뉴질랜드 등)의 노인 대상으로 한 연구[84]에서도 하지 근

리) 근력 측정,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균형 영역에서는 버그

력운동은 근력과 균형에 효과가 있다고 하여 일관성 있는 중

균형 척도, 기능적 팔뻗기, 외발서기였다. 측정도구에 대한 분

재의 유형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특정한 조건(환경이나 개인

석에서 일관성 있게 유의하다고 보고된 도구가 민감도가 높다

의 상태)에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중재의 유형과 구성 요소를

고 판단할 수 있다. 6개 국가(오스트리아, 대만, 영국 등)의 노

결정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89]에서는 외발서기, 기능적 팔 뻗기,

중재의 유형은 교육 중재를 같이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의자에서 일어나 걸어갔다 돌아오기

으로 추정이 된다. 15개 국가(브라질, 호주, 미국 등)의 노인 대

에 효과가 있었고, 중재 효과가 있는 변수는 균형, 근력, 민첩

상으로 한 연구[85]에서도 운동과 교육을 함께한 중재는 낙상

성/협응력으로 확인되었다.

자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및 선행

본 연구에서 연구의 방법론적인 문제점도 발견하였다. 대

연구에서도 교육 중재의 단일 효과는 확실하지 않아 추가적인

다수의 연구가 운동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나, 보다 잘

연구가 더 필요하다.

디자인된 연구에서 확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대다수의 연구

제공 방법 중 형식에서 집단을 대상으로 대면 중재를 제공

에서 표본 크기가 30명 미만으로 매우 작아 외적 타당도가 낮

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연구되었고, 일관성 있게 효과적인 것

고, 맹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상자, 중재자, 결과 평가자의 기

으로 확인되어 지역사회에서 경제적인 집단 중재를 활용할 수

대감, 의도가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내적 타당성에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대면 중재 중 개별 중재가 집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도구의 타당도

단 중재보다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개별 중

와 신뢰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고

재가 필요한 인구 집단을 선별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

있다. 질 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특히 무작위 실험연

다. 또한, 비대면 중재만을 연구한 한국인 노인 대상 연구는 단

구에서 질이 낮은 연구가 많았다. 표본의 구성에서 남성만을

1편이어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외출과 타인 접촉을 자

대상으로 하거나 따로 분석한 연구가 없어 남성의 특성을 반

제해야 하는 장기적인 감염질환의 유행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영한 중재 연구가 필요하다. 제공 방법 중 장소는 여가 복지시

있는 시대를 대비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중재의 효과

설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가장 많아, 취약 노인(복지 시설 이용

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 홈트레이닝 애플리

을 꺼리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중재 연

케이션[86], 원격 운동과 교육 중재[87]가 동기 부여와 낙상예

구도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호주의 병원

낙상예방 중재의 최종적인 목적은 낙상, 낙상자 수를 감소

에서 퇴원한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DVD (Digital Video

시키는 데 있다. 그러나 3편만이 결과 변수로 낙상 빈도를 측

Disc)를 이용한 가정에서의 하지 근력 ․ 균형 운동은 낙상 감소

정하였다. 해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15,16,90,91] 비교

에 효과가 확실하지 않아[88], 상황에 적절한 비대면 중재를

하면, 한국인 노인 대상 연구에서 낙상예방 중재의 직접 효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를 측정하는 연구 및 낙상예방 중재의 지속성을 측정하는 연

강도별 효과의 차이 분석에서, 최소 중재 기간은 8주, 중재

구는 매우 미흡하였다. 추후, 낙상 또는 낙상자 빈도 등을 결과

빈도는 최소 주 3회, 중재 시간은 각 회당 40분인 경우 일관성

변수로 포함하고, 장기간에 걸친 연구를 통해 낙상예방 중재

있게 균형과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이 결과는 한국인 노

효과의 지속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인 대상 연구에서 운동 기간과 시간은 근력에 영향을 주지 않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

았고[9], 심리적 변인과 체력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11]는 결

은 제한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효과 크기를 통계

과와 차이가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는 중재 기간이나 빈

적으로 분석하지 않아 효과 크기를 메타분석한 연구가 추가로

도 또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효과 크기의 차이를 분석한 결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양한 낙상예방 중재, 측정 변수 ․

과이므로 중재 기간, 빈도, 시간별 효과 크기를 각각 분석하는

도구를 제시하였지만, 각각의 디자인별 효과 비교는 논문의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

수가 적어 연구결과 적용에 신중해야 하며, 추가 연구가 필요

결과 변수 및 측정도구에 대한 분석 결과는 운동 중재에 대

하다. 또한, 본 연구는 대상자에서 치매 또는 특정 질환 환자를

한 효과 측정지표와 방법 선정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였다. 즉

제외하였기에 이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의 고찰도 필요

운동의 효과의 지표는 근력과 균형이며, 각 변수를 측정하는

하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국인 노인의

민감한 도구는 근력 영역에서는 하지(발목, 고관절, 무릎, 다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적용된 낙상예방 중재의 중재 특성 및 측

Vol. 24 No. 1, 2022

79

박정하·김희주

정도구별로 효과, 측정한 모든 변수와 도구를 최초로 분석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라는 점에서 간호학적 의의가 있다.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
_117071_050&conn_path=I2
3.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Epidemiologic
characteristics of injured elderly inpatients in Korea: the results

결론 및 제언

of the Korea national hospital discharge survey, 2004-2013
[Internet]. Cheongju: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본 연구는 한국인 노인의 낙상예방 중재 연구의 현황을 제
시하였고, 중재 유형은 운동이, 중재 제공 방법 중 형식은 집단
을 대상으로 대면이, 중재 기간은 최소 8주, 빈도는 최소 주 3

Agency; 2017 Feb 2 [updated 2017 Feb 2; cited 2021 Oct 18].
Available from:
http://www.kdca.go.kr/board/board.es?mid=a20602010000
&bid=0034&act=view&list_no=72899

회, 중재 시간은 최소 40분 이상 적용한 중재는 근력 증대와 균

4. Jo KM, Kim MY. Risk factors of moderate to severe injury

형감각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among the elderly after a fall.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최소 중재의 강도(기간, 빈도, 시간)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보
를 제공하였으며, 반복 연구를 통해 확정적 근거를 제공할 필

Society. 2019;21(1):33-40.
https://doi.org/10.17079/jkgn.2019.21.1.33
5. Becker C, Kron M, Lindemann U, Sturm E, Eichner B, Walter-

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선행연구결과에 추가로 이용 가능

Jung B, et al. Effectiveness of a multifaceted intervention on

한 다양한 결과 변수와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높은 도구에 대

falls in nursing home residents. Journal of the American Ge-

한 정보를 제공하여 결과 변수와 측정도구를 선정하는 근거 자

riatrics Society. 2003;51(3):306-13.

료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낙상예

https://doi.org/10.1046/j.1532-5415.2003.51103.x
6. Rapp K, Lamb SE, Büchele G, Lall R, Lindemann U, Becker C.

방 중재를 선택, 적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

Prevention of falls in nursing homes: subgroup analyses of a

다. 그러나 연구설계상의 제한점을 고려하면, 보다 확정적 근

randomized fall prevention trial. Journal of the American Ge-

거 마련을 위한 대규모의 잘 디자인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riatrics Society. 2008;56(6):1092-7.
https://doi.org/10.1111/j.1532-5415.2008.01739.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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