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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This study analysed the effect of the fall prevention education activities on balance, fall efficacy, 

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of sub-acute stroke patients. 

Design: Randomized controlled trial. 

Method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24 subacute patients, who have onset period of less than 6 months. 

They are randomly allocated in the conventional therapy group (n=12) and fall prevention education group 

(n=12) and observed with frequency for 5 times a week for four weeks. Measuring took place before and after 

the experiment leading to following results of the Fall efficacy scale (FES), Berg balance scale (BBS) and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FIM). 

Results: FES, BBS and FIM score was significantly greater in the post-test than in the pre-test in both groups 

(p<0.01). Independent t-test confirmed that the fall prevention education group showed much greater improve-

ment change in the FES, BBS and FIM score than conventional therapy group (p<0.05). 

Conclusion: The present study demonstrated the importance of clinical contribution of the fall prevention educa-

tion in the individuals with subacute stroke patients to the balance, fall efficacy and ADL following the stroke 

rehabil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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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

환자안전사고와 관련된 가장 심각한 사고 중의 하나인 낙상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정의 

되며 재활 및 노인 환자들에게 가장 경계해야 할 위험요인 중 하나이다 등 특히 의료기관은 낙상이 (Tinetti , 1990).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장소이다 의료기관에서의 낙상 사고 발생시 환자의 회복이 쉽지 (Hayes, 2004). 

않고 활동과 활력이 감소되며 실제적인 신체손상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재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 일상생활 

동작 능력의 제한을 야기한다 심각한 경우에는 환자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 빈유민 등 결과적으로 . ( , 2018). 

낙상 사건의 발생은 불필요한 의존성 증대 신체기능감소 및 삶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장애 및 사망의 , ,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낙상예방은 병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낙상을 예방하기 . 

위한 중재방법으로 운동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들이 개발 및 검증되고 있다 오타고 운동프로그램은 노인을 대상. 

으로 근육 강화 균형 훈련과 걷기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명확한 훈련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Otago Medical 

세 이상 남녀를 무작위로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 실시한 결과 균형 향상 근력 증가 낙상School, 2003), 70 , , 

율 및 낙상 위험도 감소효과를 보였다 등 등 의 연구에서도 세 이상 사회거(Liu-Ambrose , 2008). Campbell (1997) 80

주 노인에게 오타고 운동을 실시한 결과 균형능력과 근력이 향상되었고 년 후 추적연구 결과 낙상이 감소, 1 32%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렇게 낙상은 다른 질환과 달리 예측과 예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등. (Gardner , 2001; 

등 따라서 본 연구는 오타고 운동을 기반으로 낙상 예방에 대한 교육 프로토콜을 개발하고Robertson , 2002). , 

이를 환자 및 보호자에게 적용하여 환자의 균형능력 및 낙상 효능감을 향상시켜 일상생활능력의 증진을 유도하

기 위해 본 연구를 추진했다 기존의 오타고 운동을 적용한 연구에서는 아급성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었고 또한 기존의 일반적인 운동치료 훈련군과 낙상예방교육 훈련군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

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뇌졸중 발병 개월 이하의 아급성기 뇌졸중 환자에게 오타고 운동 . 6

기반 낙상예방교육을 적용하여 훈련 후 낙상 효능감 균형능력 및 일상생활동작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규명, 

해 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Ⅱ

연구대상1. 

대전시 중구 소재 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중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진단을 받은 아급성C

기 환자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선정 조건은 다음과 같다 발병기간 개월 이하이며 뇌졸중으로 인하여 24 .  . 6

편마비로 진단 받은 자 한국형 간이 정신 상태 검사 점 이상인 환자로 , (Mini mental state exam-Korea; MMSE-K) 18

연구자가 지시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자 체간 손상 척도 점수가 점, (trunk impairment scale) 2

이상인 자 버그 균형 척도 점미만으로 낙상 위험군에 속한 자 본 (independent sitting) , (Berg balance scale; BBS) 40 , 

연구의 참여를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형 외과적 질환이나 심 호흡계 . 

질환이 있는 자는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모든 대상자는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실험 동의서의 작성과 . 

함께 연구가 진행되었다 명의 대상자들은 제비뽑기를 통해 오타고 운동 기반 낙상예방교육 훈련군 명 일반. 24 12 , 

적인 물리치료 훈련군 명으로 무작위로 배정되었다 선정된 대상자는 주 회 총 주간 연구를 실시하였다12 . 5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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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2. 

오타고 운동 기반 낙상예방교육1) 

환자의 자가 운동으로 진행되는 오타고 운동 기반 낙상예방교육(Fall pevention education based on otago ex-

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많은 항목의 오타고 운동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수정된 오타고 운ercise; FPE) . 

동프로그램은 머리 돌리기 턱 당기기 등 펴기 몸통 돌리기 무릎관절 굽힘근폄근 강화운동 엉덩 관절 벌림근 , , , , , ․

강화운동 뒤꿈치 올리기 발등 올리기 무릎 구부리기 양발 모으고 서기 일자로 서기 한쪽 다리로 서기 앉은 , , , , , , , 

자세에서 일어나기로 총 가지 운동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적인 물리치료와 함께 진행된 낙상예방교육은 임상경14 . 

력 년 이상이며 본 연구에 사용된 수정된 오타고 운동프로그램에 대해 숙련된 물리치료사가 진행하였다 담당 5 , . 

치료사는 일대일로 군에 속한 환자 및 보호자에게 자가 운동 시 각 동작마다 알맞은 자세로 초간 유지 FPE , 10

회씩 하루 분 주 회 총 주 동안 시행하도록 교육하였다 모든 동작은 천천히 몸에 무리가 가거나 * 10 * 30 * 5 * 4 .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까지만 실시하도록 하였다 낙상예방프로그램 진행 시 병실에서 볼 수 있는 낙상예방. 

프로그램 소책자와 개인별 운동 체크리스트를 배부하였으며 치료사는 매 치료마다 낙상예방을 위한 자가 운동 ,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독려하였다 담당치료사는 일주일 단위로 환자 개인 운동 체크리스트를 통해 수행도를 . 

측정하였으며 환자 및 보호자의 수행도가 미만인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다, 80% .

일반적인 물리치료2) 

일반적인 물리치료 훈련군은 임상경력 년 이상 된 물리치료사가 일대일로 균형 훈(Conventional therapy; CT) 5

련 보행훈련 하지의 근력 강화 훈련 일상생활동작 훈련 등으로 이루어지는 기존의 중추신경계발달재활 치료를 , , , 

분씩 주 회 총 주간 실시하였다 훈련군은 자가운동을 이용한 낙상예방운동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치료실30 5 4 . CT , 

에서 모든 환자에게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낙상예방교육만 제공되었다.

측정도구 및 측정방법3. 

한국판 낙상 효능감 척도1) 

낙상효능감은 낙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기 확신의 정도를 의미하며 등 이 개발한 낙상효능감 척Tinetti (1990)

도 를 한국노인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가지 문항의 한국판 낙상효능감 척도(Fall efficacy scale; FES) , 10

를 사용하였다 등 본 연구에서 각 문항의 측정 척도에서 각 문항에 (Fall efficacy scale-Korea; FES-K) (Jang , 2003). 

대해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점에서 전혀 할 수 없다 점으로 구성하였으며 점수의 합계가 높을수록 낙상효“ ” 1 “ ” 10 , 

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측정도구 문항내적 일치도 는 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Cronbach’s .98 .α

버그 균형 척도2) 

는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의 동적 균형 능력과 상 하부의 분리된 체간 조절 능력 등 낙상과 관련된 BBS , 

다양한 기능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최현석 등 따라서 버그 균형 척도는 낙상의 위험도를 예측하기 ( , 2012). 

위한 평가도구로 활용되어질 수 있다 서기 앉기 자세 변화의 개의 영역에 속하는 개 항목을 평가하는 도구. , , 3 14

로 각 항목은 점 척도 점 로 구성되어 총 점으로 계산되어 총 점 만점으로 계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5 (0-4 ) 56 56 , 

록 균형 능력이 좋은 것으로 평가하여 점은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이며 점은 독립수행이 가능한 경우로 표기. 0 , 4

하였다 신경학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버그 균형 척도가 점 미만이면 낙상 위험도가 크다고 하였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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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Berg , 1992).

자료분석4.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SPSS ver. 24.0 (IBM Co., Armonk, NY, USA)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자료의 정규성 검정을 위하여 검정을 실Shapiro-Wilk 

시하였다 각 집단의 치료 전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 t 검정을 실시하였고 치료 전 후 그룹별 차이를 - , ,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사용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수준 는 로 하였다- . 0.05 .⍺

연구결과. Ⅲ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뇌졸중으로 인한 아급성기 편마비 환자 중에서 일반적인 물리치료군 명 오타고 운동 기반 낙상예방교육군 12 , 

명 총 명이 참여하였고 성별 마비측 감각 나이 유병기간에서는 각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는 12 , 24 , , , , MMSE-K, 

없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N=24)

Classification CT (n=12) FPE (n=12) χ2/t

Gender male 5 9
2.74

female 7 3

Affected side left 7 6
.16

right 5 6

Age (years) 66.16±21.30a 62.58±16.93 22.00

MMSE-K (score) 23.91±4.54 24.91±5.88 8.20

Disease Duration (days) 40.50±14.30 46.50±20.86 15.33

aM±SD, CT=Conventional therapy; FPE=Fall prevention education based on otago exercise

연구 방법에 따른 동적 균형능력의 변화2. 

버그 균형 척도를 통한 균형능력을 평가한 결과 오타고 운동 기반 낙상예방교육군과 일반적인 물리치료군 , 

두 군 모두 중재 후 유의미한 균형능력의 증진을 보였다(p 버그 균형 척도에 대한 그룹 간 비교에서는 오타<.01). 

고 운동 기반 낙상예방교육이 일반적인 물리치료군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균형능력이 증진되었다

(p<.01). 

낙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기 확신의 정도를 의미하는 낙상 효능감 평가에서는 오타고 운동 기반 낙상예방교

육 일반적인 물리치료군 두 군 모두 중재 후 유의미한 낙상 효능감의 증진을 보였다, (p 낙상 효능감 평가에 <.01). 

대한 그룹 간 비교에서는 오타고 운동 기반 낙상예방교육 훈련군이 일반적인 물리치료군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

미하게 낙상효능감이 증진되었다(p 일상생활동작 능력을 평가하는 평<.05). FIM(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가에서는 오타고 운동 기반 낙상예방교육과 일반적인 물리치료군 두 군 모두 중재 후 유의미한 일상생활동작 

능력의 증진을 보였다(p 평가에 대한 그룹 간 비교에서는  오타고 운동 기반 낙상예방교육이 일반적인 <.01). F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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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군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일상생활동작 능력이 증진되었다(p<.05)<Table 2>.

Table 2. Changes in dynamic standing balance, fall efficacy scale, activities of daily living (N=24)

CT (n=12) FPE (n=12) t

BBS (score) pre 26.66±15.84a 31.33±14.77 .464

post 39.16±9.56 48.33±5.38 .008**

change 12.50±4.44 17.00±11.65

t .009** .001**

FES (score) pre 47.75±20.69 46.08±24.95 .860

post 57.83±18.66 76.33±14.42 .013*

change 10.08±2.60 30.25±15.95

t .005* .001**

FIM (score) pre 71±21.45 72.25±14.19 .868

post 80.08±20.67 95.16±14.37 .050*

change 9.08±5.19 22.91±9.73

t .003** .001**

aM±SD, *p<.05, **p<.01, CT=Conventional therapy; FPE=Fall prevention education based on 

otago exercise; BBS=Berg balance scale; FES=Fall efficacy scale; FIM=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고 찰. Ⅳ

낙상이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정의되며 이는 신경계 손상 환자에게 있어 차 손상의 원인2

이 된다 등 일상생활에서 낙상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에는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환경적 상태(Tinetti , 1990). , , 

가 포함된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신경계 손상 환자의 가 낙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등. 14% (Tutuarima , 1997), 

낙상 위험을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신체적 원인으로는 근력약화와 균형능력의 저하이다 등 균형(Simpson , 2011). 

은 일상생활활동과 기능적 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요인으로 신경계 손상 후 흔히 나타나는 근력 저하 및 균형 , 

장애는 환자의 일상생활활동과 운동성의 회복을 방해하고 낙상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Tyson 

등 김성철 등 최근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중재 방안으로 여러 가지 운동 교육의 효과들이 개발 , 2006; , 2018). 

검증되고 있으며 등 등 그 중 오타고 운동 프로그램은 자가 운동프로그램으로 (Gschwind , 2013; Thompson , 2019), 

근력과 균형능력을 향상시켜 노인이나 신경계 손상 환자의 낙상을 예방해 줄 뿐 아니라 등 전신 (Gardner , 2001), 

지구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는 걷기가 결합된 복합운동이라고 보고되어지고 있다 등 하지만 재활을 (Choi , 2003). 

목적으로 입원중인 환자들의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체계적인 운동프로그램을 활용한 운동교육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낙상예방운동 교육을 통한 통일된 자가 운동프로그램이 신

경계 손상 환자의 균형 낙상 효능감 및 기능적 독립수행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

두 그룹의 균형 낙상 효능감 기능적 독립수행 평가 결과에서 오타고 운동 기반 낙상예방교육 훈련군과 일반, , 

적 물리치료 훈련군 모두 중재 전 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p 뇌졸중 환자는 근력 균형 능력 일상생활<.01). , , 

동작 기능을 포함한 대부분의 신경학적 회복이 발병 초기에 일어나기 때문에 뇌졸중 환자의 회복에 있어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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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인은 치료적 중재 방법 뿐 만 아니라 적절한 치료시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등(Page , 2004). 

등 은 뇌졸중 회복과 관련된 연구에서 아급성과 만성뇌졸중 사이의 경계는 개월로 정의하고 있다Winstein (2003) 6 . 

뇌졸중 환자의 운동 능력과 기능수준은 발병 후 개월 이내에 가장 많이 회복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3 (Chambers 

등 본 연구에서도 발병일이 군은 일 군은 일로 개월 이내에 아급성기 뇌졸중 환자들을 대상, 1987). CT 40 , FPE 46 2

으로 하였으므로 초기에 집중적인 재활치료로 인하여 두 군에서 모두 기능적인 능력의 증진이 있었다 임상적으. 

로 의미 있는 변화는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최소한의 차이 값을 사(Minimal clinically important differences; MCID) 

용하게 된다 는 점 은 점 이상 점수가 증진 되어질 때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변화를 감지했다고 . BBS 13.5 FIM 22

한다 등 등 본 연구에서는 군에서는 점 점 증가 되었지만 (Beninato , 2006; Song , 2018). CT BBS 12.5 , FIM 10 MCID 

값을 충족하지 못했다 군에서는 점 점 증가로 값을 충족하여 군이 통계학적으로 . FPE BBS 17 , FIM 30 MCID FPE

실험 전 후의 유의미한 차이뿐만 아니라 임상적으로도 의미 있는 변화 값을 도출하였다, .

두 그룹 간 균형 낙상효능감 기능적 독립수행 평가 결과에서 오타고 운동 기반 낙상예방교육 훈련군이 일반, , 

적 물리치료 훈련군보다 중재 후 유의미하게 균형 낙상효능감 기능적 독립수행 점수가 증가하였다, , (p 오타<.05). 

고 운동과 관련된 편의 논문으로 메타분석을 시행한 연구에서 자가 운동프로그램이 대상자들의 균형 능력을 152

향상시켜 낙상 효능감 증진 및 낙상 위험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켰다고 보고하였고 등 과 (Thomas , 2010), Song

의 연구에서는 오타고 운동 프로그램 운동이 신경계 손상 환자의 균형 및 이동능력을 향상시켰다고 Yun(2016)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낙상예방교육이 신경계 손상 환자의 균형 낙상 효능감 및 기능적 독립수행 능력을 . , 

향상시킨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 한다(p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오타고 운동 프로그램은 특정 근육군의 <.05). 

선택적 근력강화운동과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동적인 균형능력 향상 운동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러한 , 

운동프로그램은 신경계 손상 환자의 균형 낙상 효능감 및 기능적 독립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임을 ,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오타고 운동 기반 낙상예방교육을 통한 병실 내 운동이 신경계 손상 환자들. 

의 균형 낙상 효능감 및 기능적 독립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어, 

진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수가 명으로 모든 뇌졸중 환자에게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며 주간의 24 , 4

치료만을 시행하였고 장기간 추적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적인 효과를 확인 할 수 없었다 향후에는 이러한 . 

제한점을 보완 할 수 있는 연구와 임상에서 오타고 운동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육활동이 다양한 환자에게 적용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Ⅴ

본 연구는 신경계 손상 환자에게 적용한 낙상 예방 운동교육이 균형능력 낙상 효능감 및 일상생활동작 능력에 ,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신경계 손상 환자 및 보호자에게 실습 . . 

위주의 오타고 운동 기반 낙상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환자의 균형능력 증진과 낙상에 대한 두려움 감소 및 

일상생활능력을 향상시켜 환자의 낙상 사고 감소에 있어 효과적인 중재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중추신경계 손상 . 

입원환자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른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도 오타고 운동 기반 낙상. 

예방교육의 효과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효과의 지속여부 및 실제 병원에서 낙상발생률이 얼마나 감소. 

되었는지에 대한 양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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