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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낙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평가하기 위한
ABC-BBS의 적용: 사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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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Combining Two Scales to Assess Risk Factors of Falling in

Community-Dwelling Elderly Persons:

A Preliminary Study

So-yeon Park, Ph.D., P.T.
Dept. of Physical Therapy, College of Alternative Medicine, Jeonj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reliminary study was to develop a measurement for assessing risk factors for

falling in community-dwelling elderly persons. Rasch analysis an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were per-

formed to examine whether items on the Activities-Specific Balance Confidence (ABC), assessing self-ef-

ficacy, and items on the Berg Balance Scale (BBS), assessing balance function, contribute jointly to a

unidimensional construct in the elderly. A total of 35 elderly persons (4 men, 31 women) participated. In

this study, each item of ABC (16 items) and BBS (14 items) was scored on a 5-point ordinal rating

scale from 0 to 4. The initial Rasch an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indicated that 3 of the ABC items

and 2 of the BBS items were misfit for this study. These 5 items were excluded from further study.

After combining ABC and BBS, Rasch and principal component analyses were examined and finally 23

items selected; 12 items from ABC, 11 items from BBS. The 23 combined ABC-BBC items were ar-

ranged in order of difficulty. The hardest item was ‘walk outside on icy sidewalks’ and the easiest item

was ‘pivot transfer’. Although structural calibration of each 5 rating scale categories was not ordered, the

other three essential criteria of Linacre’s optimal rating scale were satisfied. Overall, the ABC-BBS

showed sound item psychometric properties. Each of the 5 rating scale categories appeared to distinctly

identify subjects at different ability level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pport that the new ABC-BBS

scale measure balance function and self-efficacy. It will be a clinically useful assessment of risk factors

for falling in the elderly. However, the number of subjects was too small to generalize our results.

Further study is needed to develop a new assessment considering more risk factors of falling in elderly.

Key Words: Balance; Elderly; Falling; Self-efficacy.

Ⅰ. 서론

노인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질환(unintentional

injury)의 주요한 원인으로는 심혈관계 질환, 암 등의

악성 신생물 발생, 뇌졸중, 호흡기계 질환, 낙상을 들

수 있다(American Geriatrics Society 등, 2001). 이러한

질환이나 사고가 발생한 노인의 2/3는 사망하며, 미국

의 경우 낙상으로 인한 사망률의 13%는 65세 이상 노

인 인구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osephson 등,

1991). 이러한 요소 중 낙상은 다른 원인과는 달리 노

인사고 중에서 예방으로 발생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사

고로 인식되고 있다(Chou 등, 2006). 따라서 낙상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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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주는 요소들을 분석하고 관리하는 문제들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에서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건강보험심사

평가원, 2003; Baker 등, 2005; 황환식, 2007).

낙상은 노인인구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건강문제이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건강한 노인 중 65세 이상 인구의

35～40%가 일 년에 1회 낙상하며, 낙상한 노인인구 중

50%는 일 년에 2회 이상 낙상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황환식, 2007; American Geriatrics Society 등, 2001;

Cumming 등, 2000; Nevitt 등, 1989; Swift, 2001). 연

령이 증가할수록 낙상의 빈도는 높아지며(Dunn 등,

1992; Tromp 등, 1998), 낙상 후 발생하는 합병증에는

골절이나 관절탈구(joint dislocation), 뇌진탕, 심한 열

상(laceration) 등이 있다(Legters, 2002). 입원치료가 필

요한 중증 합병증을 경험하는 전체 낙상 인구의 약

30%정도이며, 중상을 입지 않은 70%의 노인들도 바닥

에서 혼자 일어서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낙상

을 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독립적으로 활동하지 않으

려는 등 주위사람들에 대한 의존적 성향이 짙어지는 양

상을 보였다(Legters, 2002). 즉 낙상 후에는 중상을 입

지 않아도 신체활동이 저하되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결과를 나타내어 전반적으로 삶의 질 자체가 저하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Arfken 등, 1994; Lachman 등,

1998; Lajoie 등, 2002; Lajoie와 Gallegher, 2004; Maki

등, 1991; Tinetti 등, 1995).

낙상의 위험요인은 크게 환경적 요인, 외재적 요인, 내

재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American Geriatrics

Society 등, 2001). 실내외 바닥에 문턱이 있거나 카펫이

깔려있거나 욕실에 안전장치 등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낙

상의 원인은 환경적 요소로 분류할 수 있으며, 약물의 과

량투약(polypharmacy)으로 인해 낙상이 발생하는 외재적

요인(extrinsic factors)과,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생리학

적 변화와 관련된 내재적 요인(intrinsic factors)으로 나

눌 수 있다(황환식, 2007; American Geriatrics Society

등, 2001; Swift, 2001). 이러한 요소 중에 낙상에 가장

영향을 주는 내재적 요인은 신체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

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신체적 요인은 하지근력의 약화,

보행능력의 저하, 균형능력의 저하, 악력 감소, 시력 등

감각의 감퇴, 감각운동조절의 감소 등이 있다(Baker 등,

2005; Lajoie와 Gallegher, 2004). 이 중 균형능력은 노인

에서 낙상을 예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인

식되고 있다(Berg 등, 1992b; Fortinsky 등, 2008; Lajoie

와 Gallegher, 2004). 또한 심리적 요인에는 낙상에 대한

두려움(fear of falls)과 자기 효용성(self-efficacy), 정신

건강상태(mental health), 감정조절 능력(emotional func-

tioning),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등을 들 수 있다.

심리적 요인 중 낙상에 대한 두려움의 증가, 즉 자기 효

용성의 감소는 낙상을 예견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American Geriatrics Society 등, 2001;

Austine 등, 2007; Jorstad 등, 2005; Legters, 2002; Parry

등, 2001; Velozo와 Peterson, 2001). 지역사회에 거주하

는 노인 중 약 30～50%가 낙상에 대한 두려움을 보이고,

특히 보행에 대한 자기 효용성이 떨어지는 노인들이 독

립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여 기능적 제한을 보였다

(Arfken 등, 1994; Howland 등, 1993; Legters, 2002;

Lord와 Clark, 1996; Tinetti 등, 1994).

Tinetti 등(1988)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

상으로 위험요인에 따른 낙상 발생률을 비교한 연구에

서, 위험요인이 없거나 1개인 노인의 낙상률은 27%에

그쳤지만, 4개 이상의 위험요인을 보인 노인에서의 낙

상률은 78%에 달했다. Nevitt 등(1989)과 Bergland와

Wyller(2004)의 연구에서도 Tinetti 등(1988)에서 사용

한 위험요인과는 차이가 있지만, 위험요인의 수가 많아

질수록 낙상빈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손상의 발생률

도 높아졌다. 현재까지 노인인구의 낙상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을 알아보고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된 평가도구

를 살펴보면 Berg Balance Scale(BBS; Berg 등,

1992a; Berg 등, 1992b; Newton, 1997; Smith 등,

2004), Dynamic Gait Index(Hall 등, 2004), Timed Up

and Go Test(Newton, 1997; Podsiadlo와 Richardson,

1991; Schoppen 등, 1999), Functional Reach Test

(Duncan 등, 1990; Duncan 등, 1992; Smith 등, 2004;

Weiner 등, 1992; Weiner 등, 1993)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균형이나 보행 능력 등 신체적 요인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들이다. 또한 Falls Efficacy Scale(Parry 등,

2001; Tinetti 등, 1990), Modified Falls Efficacy

Scale(Tennstedt 등, 1998; Vellas 등, 1997), Activities

Specific Balance Confidence Scale(ABC; Hill, 2005; Hsu

와 Miller, 2006; Myers 등, 1998; Parry 등, 2001; Powell

과 Myers, 1995), Survey of Activities and Fear of

Falling in the Elderly(Lachman 등, 1998),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Fear of Falling Measure(Velozo와

Peterson, 2001) 등은 낙상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 즉, 일

상생활 중 낙상을 하게 될까봐 두려워하거나 낙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자기 효용성(self-efficacy) 등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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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기 위한 도구로, 대부분의 낙상의 위험요인을 평가하

기 위해 사용해 온 도구들은 다양한 요인들 중 하나의

요인만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들이 대부분이었다.

American Geriatric Society 등(2001)에서 노인인구에

서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지침서에서 균형능력 부족, 근

육약화, 낙상한 경험, 보행능력 부족, 낙상에 대한 두려움

등의 다양한 요인이 낙상의 발병률을 높이므로,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러한 요소들을 다양하게 평가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평

가도구는 하나의 위험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개발되어

사용되어져 왔다. 현재는 다양한 위험요인의 정도를 측정

하기 위해서 노인대상자에게 여러 평가도구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으로(Newton, 1997; Kulmala 등, 2007; Smith

등, 2004; Steffen 등, 2002), 낙상의 위험요소들을 다양하

게 포함한 평가도구를 개발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는 낙상의 위험요소들을 다양하게 평가

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사전연구로 신체적 요

인에서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으로 알려진 균형능력과

심리적 요인에서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알려진 낙상에

대한 두려움 및 자기효용성의 두 요소를 포함한 평가도

구를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에게 적용하여 평가

도구의 개발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균형능

력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은 국내외에서 가장 많이 사용

되고 있는 BBS의 14항목을 사용하였으며, 낙상에 대한

두려움은 ABC의 16항목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J시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35

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79.6세(범위 68～88세, 남자 4명, 여자 31명)이

었으며, 보조도구(지팡이, 워커 등)를 사용하지 않고 보

행이 가능하며,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자로 하

였다. 연구대상자 중 균형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

물을 복용하는 자, 신경학적 질환이 있는 자, 균형을 유

지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골절이나 하지 골격의 변

형 등 근골격계에 이상이 있거나 시각이나 감각 감퇴가

심한 자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평가 전 모든 연

구 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충분

히 설명한 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2. 측정 도구

가. Activities-Specific Balance Confidence(ABC) Scale

ABC는 노인들이 경험하는 낙상에 대한 두려움 또는

이로 인한 자기효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평가도

구이다(Powell과 Myer, 1995). 16항목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다양한 일상생활 활동 중에 자세를 바꾸거나 걷는

동작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는지를 평가하는 것으

로, 면담이나 전화인터뷰를 통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된 도구이다. 11점 척도(0, 10, 20～90, 100)로 구성

되어 있으며, 0점은 그 항목에 대해서 심한 불안감을

보일 때이며, 100점은 전혀 불안감을 보이지 않을 때에

표시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황수진 등(2007)의 연구

에서 사용한 한글로 번역된 ABC를 사용하였으며, 연구

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11점 척도를 5점 척도(0～4)로

변환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0점은 주어진 항목에

대해 전혀 수행할 수 없을 때이며, 4점은 전혀 두려움

없이 수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나. Berg-Balance Scale(BBS)

BBS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의 균형능력을 측정

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나, 뇌졸중 환자의 균형능력을 측

정하기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는 도구이다(Berg, 1992b).

서기, 앉기, 자세변화의 3개의 영역에 속하는 14개 항목

을 평가하는 도구로, 5점 척도(0～4점)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항목을 수행하는 데는 약 20분정도 소요된다(Cole

등, 1995). 이정아 등(2006)의 연구에서 사용한 한글로

번역된 Berg균형 척도를 사용하여, 5점 척도로 평가하였

다. 0점은 항목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필요

한 경우이며, 4점은 독립적으로 수행 가능한 경우이다.

3. 분석방법

수집된 ABC와 BBS의 평가 자료는 각 평가도구가 단

일 구성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한 후, 각 평가도구

에서 단일성을 만족하는 항목을 합친 뒤 재분석 하였다.

항목들이 단일 구성 개념을 만족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서 먼저 Winsteps version 3.61.1(Winsteps,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Rasch 분석을 실시하였다.

단일성을 만족하는지 여부는 적합도 검정(fit statistics)

방법 중에서도 내적합도 지수(infit statistics)값의 평균

잔차(mean square standardized residuals; MnSq)가

.5～1.7 사이 값을 가지고 Z-값이 |2|보다 작은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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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항목 로짓값 오차
내적합지수

평균잔차 Z

BBSa 14 한 다리로 서 있기 1.90 .23 1.65 2.4

ABCb 7 바닥 청소하기 -.08 .23 1.72 2.4
a
BBS: Berg Balance Scale.
b
ABC: Activities-Specific Balance Confidence Scale.

적합도 판정은 내적합지수의 평균잔차 범위가 .5～1.7 사이이며, Z-값이 |2|보다 작은 경우로 판정하였다.

표 1. 부적합 판정을 받은 2항목 적합도 판정 결과 (N=35)

기준으로 하였다(Linacre, 2000). Rasch 분석의 적합도

검정만으로 단일성을 확정짓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연구

(Linacre, 1998; Smith와 Johnson, 2000)에 근거하여 윈

도용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주성분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여 요인을 추출

하였다. 고유값(eigenvalue)이 1 이상이고, 공통분산이

20% 이상에 해당하는 요인에 기초하여 요인수를 결정하

였다(McHorney와 Cohen, 2000).

Ⅲ. 결과

1. 단일 구성 개념 검정

가. ABC 항목의 단일 구성 개념 검정

16개의 항목을 문항반응이론의 라쉬모형을 적용하여

적합도 검정을 하였을 때, 내적합지수(infit MnSq)는

평균 1.00이고, 평균 z-값은 -.1이었다. ‘계단 오르내리

기’, ‘집의 진입로에 주차된 차에서 집 주변 걷기’, ‘주차

장에서 상가로 걷기’ 항목이 부적합한 항목으로 판정되

었다. 주요인분석의 결과 모든 항목이 하나의 요인에

해당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두 검정 결과로 3개의

항목을 제외한 13개의 항목만이 단일성을 만족하는 것

으로 판정했다.

나. BBS 항목의 단일 구성 개념 검정

14개의 항목을 문항반응이론의 라쉬모형을 적용하여

적합도 검정을 하였을 때, 내적합지수(infit MnSq)는

평균 .86이고, 평균 z-값은 -.4이었으며, 난이도가 가장

쉬운 ‘의자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바른 자세로 앉기’ 항

목과 ‘선 자세에서 앉기’ 항목을 제외한 12개의 항목이

적합도 검정기준을 만족하였다. 검사항목별 로짓점수

결과치와,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통계치인 내적합

지수로 항목과 대상자가 기대로부터 벗어난 정도에 대

한 표준화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주요인분석의 결과 모

든 항목이 하나의 요인에 해당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두 검정 결과에서 12개의 항목만이 단일성을 검정하

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다. 결합된 ABC-BBC 항목의 단일성 검정

BBS 항목 중 12개 항목과 ABC 항목 중 13개 항목을

합쳐 25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낙상 위험척도의 항목을 분

석하였다. 25항목을 문항반응이론의 라쉬모형을 적용하여

적합도 검정을 하였을 때, 내적합지수(infit MnSq)는 평균

1.01이고, 평균 z-값은 .0이었다. ABC의 ‘바닥 청소하기’

와 BBS의 ‘한 다리로 서 있기’ 항목이 부적합한 항목으로

판정되었으며(표 1), 나머지 23항목은 적합한 항목으로 판

정되었다. 요인분석의 결과 모든 항목이 4개의 요인의 고

유값이 1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공통분산이 20%를 넘는

요인은 요인 1만 존재했다. 즉, 25개의 항목이 모두 하나

의 요인에 해당되었다. 이 두 검정 결과에서 23개 항목이

단일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정했다. 선정된 23항목을 다

시 내적합지수 검정을 한 결과 BBS의 ‘두 눈을 감고

잡지 않고 서 있기’ 항목이 기준을 벗어났으나, 이후의

결과에서는 제외하지 않고 포함시켜서 판정하였다.

2. 난이도

단일성이 검증된 23개 항목을 난이도 순서대로 배열

하였다(표 2). 가장 어려운 항목은 ‘실외의 얼어있는 길

걷기’ 항목이었으며, 가장 쉬운 항목은 ‘의자에서 의자

로 이동하기’ 항목이었다. 중간정도의 난이도에 해당하

는 항목들은 ‘경사로 오르내리기’, ‘난간잡고 에스컬레이

터 오르내리기’, ‘차에 타고 내리기’, ‘두 눈감고 잡지 않

고 서 있기’, ‘두 발을 붙이고 잡지 않고 서 있기’ 등의

항목이었다. 대체적으로 BBS항목은 난이도가 쉬운 항

목으로 분류되었으며 ABC의 항목은 어려운 난이도의

항목으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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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항목 로짓값 오차
내적합지수

평균잔차 Z

ABCa 16 실외의 얼어 있는 길 걷기 3.30 .26 .65 -1.5

ABC 15 난간잡지 않고 에스컬레이터에 오르내리기 2.72 .25 .74 -1.0

BBSb 13 한 발 앞에 다른 발을 일자로 두고 서 있기 2.00 .24 1.41 1.6

ABC 6 의자 위에 서서 물건을 집기 위해 손 뻗기 1.89 .24 1.26 1.0

ABC 13 부딪히고 밀쳐지는 상가에서 걷기 1.55 .24 1.10 .5

ABC 5 발끝으로 서서 머리 위의 물건을 집기 위해 손 뻗기 .94 .23 1.29 1.2

BBS 8 선 자세에서 앞으로 팔을 뻗쳐 내밀기 .67 .23 .94 -.1

ABC 12 사람들이 붐비는 상가에서 걷기 .67 .23 .85 -.5

ABC 14 난간잡고 에스컬레이터 오르내리기 .45 .24 1.12 .6

ABC 11 경사로 오르내리기 .34 .24 1.35 1.4

BBS 6 두 눈을 감고 잡지 않고 서 있기* -.55 .25 .49 -2.1

ABC 9 차에 타고 내리기 -.61 .25 1.53 1.7

BBS 7 두 발을 붙이고 잡지 않고 서 있기 -.68 .25 .56 -1.7

BBS 9 바닥에 있는 물건을 집어 올리기 -.88 .26 .64 -1.3

BBS 12 일정한 높이의 발판 위에 발을 교대로 놓기 -.88 .26 .83 -.5

ABC 4 눈높이의 산반에서 작은 물건을 들기 위해 손 뻗기 -.88 .26 .99 .1

ABC 3 몸을 굽혀 신발장에 있는 슬리퍼 집어들기 -.94 .26 1.37 1.2

BBS 11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하기 -1.15 .26 .99 .1

BBS 10 왼쪽과 오른쪽으로 뒤돌아보기 -1.36 .27 .94 -.1

ABC 1 집 주위를 걷기 -1.36 .27 1.43 1.4

BBS 2 잡지 않고 서 있기 -1.51 .27 1.01 .1

BBS 1 앉은 자세에서 일어나기 -1.82 .29 .53 -1.9

BBS 5 의자에서 의자로 이동하기 -1.90 .29 .77 -.7
a
ABC: Activities-Specific Balance Confidence Scale.
b
BBS: Berg Balance Scale.

BBS 6은 내적합지수의 평균잔차 범위가 .5～1.7 사이이며, Z-값이 |2|보다 작은 범위에 속하지 않았으나, 이후의 결과에서는

제외하지 않고 포함시켜서 판정하였다.

표 2. ABC-BBS 23항목의 난이도와 적합도 지수 (N=35)

평균의 표준오차 분리지수 분리신뢰도

대상자 .34 4.10 .94

항목 .30 3.47 .92

표 3. ABC-BBS 항목의 분리신뢰도

3. 분리신뢰도

라쉬분석에서 표본집단과는 독립적으로 모든 능력수준

에 따라 측정의 표준오차가 산출되며, 대상자 분리지수와

항목 분리지수의 두 가지로 추정한다. 이러한 추정의 분

리지수는 표준오차개념이며, 지수가 클수록 측정기능수준

이 정확하다는 의미이다. 즉, 항목이나 환자의 차이가 잘

구분되었거나 독립적이라는 의미이다. 본 연구결과의 대

상자(환자) 분리신뢰도(separation reliability)는 .94에 분

리지수(separation index) 4.10이며, 평가항목에 대한 분

리신뢰도 .92에 분리지수는 3.47로 나타났다(표 3).

Ⅳ. 고찰

전 세계적으로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990년에는 전

체 인구의 5.1%에 해당했지만 2000년에는 7.2%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돌입하였으며, 2019년에는 고령사회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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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06). 이에 따른 노인의

료비는 1990년에는 전체 의료비의 8%를 차지했으나,

2003년에는 22%를 차지하는 등 2000년 이후의 노인인구

의 급속한 증가는 가정 및 국가경제에도 큰 부담을 주게

되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3; 김영창 등, 2004).

2007년 통계청이 조사한 ‘노인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로는 경제와 건강 문제를 손꼽았다. 낙상은 이러한

노인 문제에 모두 영향을 주는 것으로, 65세 이상의 노

인에서 30%는 1년에 한번 이상 낙상하지만 80세 이상의

노인인구에서는 40%로 그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Prudham과 Evans, 1981). 또한 낙상으로 인한

손상은 미국 의료비 지출의 약 6%를 차지하며, 70세 이

상에서 발생하는 대퇴골절의 약 90% 정도가 낙상으로

인한 원인으로 발생한다(American Geriatrics Society

등, 2001). 즉 낙상이 발생하면 치료를 위해서 장기입원

을 해야 하거나, 낙상 후에 독립적으로 일상생활동작을

수행하지 못하고, 신체적․사회적 활동이 모두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현재 우리나라

의 노인인구에게 권장하고 있는 ‘노인 정기 건강 검진

가이드’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 검진 항목으

로 혈압측정, 위암검사, 유방암 검사, 자궁경부암 검사,

간암검사, 대장-직장암검사, 비만측정, 혈중 고콜레스테

롤 측정, 시력과 청력 측정의 9가지 요소만을 권장하고

있는 현실이다(조경희, 2005). 낙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소 등에 대한 검사는 실시되고 있지 않아서 예방

가능한 낙상사고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낙상에 영향을 주는 균형능력의 저하, 하지 근력의

약화, 감각의 감퇴, 낙상에 대한 두려움의 증가, 인지의

저하 등 노인에서 위험인자가 증가할수록 낙상의 빈도

가 증가하기 때문에(Bergland와 Wyller, 2004; Nevitt

등, 1989; Tinetti와 William, 1998), 낙상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소를 다양하게 포함하는 평가도구가 필요하다

(Fortinsky 등, 2008; Peeters 등, 2007). 현재까지는 위

험요소를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개발된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낙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위험요소들을 포함한 평가도구

개발의 실현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시하였다. 낙

상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 중 가장 영향을 준다고 알

려진 심리적 요소 중 낙상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효용성

을 측정하기 위하여 ABC를 사용하였고, 신체 기능적

요인 중 균형유지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BBS의 항

목을 사용하였다. 평가도구의 원척도(original scale)는

ABC 도구는 11점, BBS는 5점 척도이나 본 연구에서는

ABC 도구의 척도를 황수진 등(2007)의 연구에서 제안

한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두 평가도구의 척도 수준을 일

치시켜 측정하였다. 점수 척도가 높을수록 균형 기능이

높거나 일상생활 동작 수행 시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항목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BBS의 14개 항목 중 ‘의자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바른 자세로 앉기’와 ‘선 자세에서 앉기’는

단일 구성 개념에 부적합한 항목으로 23항목으로 구성

된 낙상의 위험 요소를 평가하기 위한 ABC-BBS(23항

목)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부적합 항목을 모두 포함

한 14항목의 난이도를 살펴보았을 때 Kornetti 등(2004)

과 이정아 등(2007)의 연구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

다. 항목 중 ‘한 다리로 서기’가 두 연구에서 모두 가장

난이도가 높은 항목으로 분류되었으며, ‘의자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바른 자세로 앉기’가 가장 수행하기 쉬운

항목으로 구분되었다.

ABC만을 살펴보았을 때, 황수진 등(2007)은 보조도구

를 사용하거나 독립적으로 보행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낙상에 대한 두려움 또는 자기효용성의 정도를 평가하였

다. 이 결과에서는 가장 어려운 항목과 쉬운 항목의 로

짓값의 차이는 1.76으로 항목의 난이도가 일정한 범위

내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보조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보행 가능한 노인

을 대상으로 평가해 보았을 때, 가장 어려운 항목과 쉬

운 항목의 로짓값 차이는 4.84이었고, 항목분리지수도

5.15로 나타났다. 두 연구에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Zhu 등(1997)과 Velozo와 Peterson(2001)은 점수체계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을수록 환자의 정확한 능력을 간별하

기 어렵다는 논리에 근거하여 11점 척도를 5점 척도로

척도체계를 개량하여 사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

에서는 독립적으로 보행 가능한 노인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ABC는 기능 수준의 낮은 대상자보다는 기능수

준이 높은 대상자에게 적합한 척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

다. 또한 황수진 등(2007)의 연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

은 문항과 본 연구에서 ABC만 분석하여 결정된 부적합

항목 중 공통적으로 판정된 ‘집 진입로에 주차된 차에서

집 주변 걷기’, ‘주차장에서 상가로 걷기’ 항목이며, 이

두 항목 이외에도 ‘계단 오르내리기’, ‘바닥 청소하기’ 항

목은 낙상에 영향을 주는 신체적, 심리적 요인을 평가하

기 위한 ABC-BBS(23항목)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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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 관찰수(%) 관찰된 로짓 평균값 내적합지수 외적합지수 구조적 추정값

0 68(8) -2.39 .81 .85 없음

1 98(12) -.88 1.22 1.48 -1.95

2 186(23) .46 .86 .85 -.87

3 107(13) 1.47 1.06 .98 1.49

4 346(43) 3.74 1.07 1.07 1.33

표 4. ABC-BBS의 평정척도 분석 결과

서로 다른 위험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두 평가도구를

합쳐 척도를 합쳐 하나의 평가척도로 만들어 보아 난이

도 순으로 배열을 해 보았다(표 2). ABC-BBS(23항목)

을 난이도를 판별해 보았을 때 BBS에서 선정된 항목

은 대부분이 ABC에서 선정된 항목에 비해 쉬운 항목

으로 분류되었다. 이로써 BBS만을 평가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천정효과와 ABC만을 평가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바닥효과를 줄여 다양한 난이도의 항목을 평가함

으로써 노인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다 정확하

게 측정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ABC-BBS(23항목)에서 평정척도 분석을 해 보았을

때, Linacre(2002) 등이 제안한 적절한 평정 척도의 지

침에 부합되도록 관찰수(observed count)가 0～4점 척

도 모두에서 10건을 넘었으며, 각 척도에서 관찰된 로

짓 평균값(observed average)은 순서대로 배열되었고,

외적합지수의 평균자승잔차도 2 이상 넘는 척도가 없었

다. 그러나 구조적 추정(structural calibration)값이 순

서대로 배열되어 있지 않은 오류가 발견되었다(표 4).

이와 같은 오류는 척도 체계를 재배열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

수가 적어 정확한 평정척도 분석을 실시했다고 볼 수

없기에 재분석을 실시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낙상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을 하나

의 평가도구로 만드는 연구의 실현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많은 요소들을 많은 요소 중 낙상에 가장 영향을

준다고 알려진 신체적 요인인 균형능력과 심리적 요인

인 낙상에 대한 두려움의 두 요인만을 고려하여 하나의

평가도구로 만들기 위해 실시된 예비연구이다. Rasch

분석을 실시하기에는 항목 수에 비해 대상자수가 작아

이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두 평가도

구에서 단일 구성 개념을 가진 항목들을 추출하여 하나

의 평가도구로 만드는 시도는 가능했다고 생각된다. 이

후의 연구에서는 다수를 대상으로, 낙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보행 가능한 65

세 이상의 노인 35명을 대상으로 낙상에 대한 두려움

및 자기효용성의 심리적 요소를 평가하기 위한 ABC와

신체적 균형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구성된 BBS의 항목

을 분석하여 단일요인을 만족하는 23항목의 ABC-BBS

를 구성하였다. 선정된 23개 항목은 Rasch 분석의 적합

도 검정과 주요인분석을 통하여 단일성을 모두 만족하

는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합쳐진 평가도구의 항목 분

리지수는 5.32로 각각 단일된 평가도구로 측정했을 때

보다 항목의 난이도가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그러나 5점

척도로 구성된 척도체계에서는 구조적 추정값이 순서대

로 배열되어 있지 않은 오류를 보여 점수체계를 재배열

하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노인에서 낙상

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요인인 균형

능력과 심리적 요소인 낙상에 대한 두려움 이외의 낙상

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모두 평가 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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