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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factors related to fear of falling (FOF) in different age groups from community-dwelling mid to
late-adults. Methods: To identify the factors related to FOF, data of 162,684 adults over 45 years of age from 2019 Community Health Survey
was analyzed using logistic regression with complex samples. Results: Factors related to FOF found in all age groups were sex, previous experience
of falls, physical activity levels over moderate intensity, subjective health status, number of chronic diseases, stress, depression, and cognitive
decline. In the 45-64 age group, the FOF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groups of low education level and low monthly household income.
In the 65-74 and over 75 age groups, the FOF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groups of not living with spouse and walking not practiced.
Conclusion: We suggests that understanding of risk factors and early detection of fall risk patients in each age group are necessary to establish
and apply tailored fall prevention programs for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the FOF in community-dwelling mid to late-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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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필요성

우리나라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사망의 외인 중 운수사고에 

이어 많은 낙상사고 사망률은 2020년 인구 10만명 당 40대는 1.7명

인데 비해 50대는 4.9명, 60대 8.6명, 70대 15.8명, 80대 이상 45.8명

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전체 낙상사망

자의 93%가 45세 이상이었다[1]. 매년 65세 이상 미국 성인의 30% 

정도가 낙상을 경험하며 낙상이나 낙상 손상과 관련되어 2015년

에는 약 500억 달러가 사용된 것으로 보고되었다[2]. 이렇듯 낙상

은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골절이나 손상이 발생하면 장기

간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재가나 요양관리가 필요하여 대상자나 

의료기관, 국가차원의 비용부담이 증가될 뿐 아니라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며, 신체기능 저하나 일상생활에서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면 독립성과 자율성, 자신감이 저하되어 삶

의 질을 저하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낙상은 신체적, 사회적, 심리

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안전사고로 낙상사

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뿐 아니라 예방은 매우 중요하다.

낙상은 예측과 예방이 가능하며 낙상 위험요인에 초점을 맞추

어 이를 교정하거나 조절하는 낙상 예방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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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 예방 행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3-8]. 낙상을 

예측할 수 있는 낙상 위험요인으로 신체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들 위험요인들

이 많을수록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낙상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9-11]. 특히 신체기능이 점차 저하되고 노화가 진행되

는 중노년기부터는 낙상사고 발생률이 높아지며,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낙상 가능성과 낙상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위

험성을 높게 인식하게 되면 낙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될 수 있

다. 낙상두려움은 발생하면 실제 낙상 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지

속되는 경향이 있고[12],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어적 태도로 낙

상위험을 줄이고자 신체활동에 대한 적극성이 줄어[10,13-15] 일

상생활수행 장애나 신체기능을 약화시키는[5,16,17] 악순환이 초

래되어 낙상이 증가한다. 또한 장기적 활동제한으로 사회 참여의 

제약이나 우울이 증가되며[13,16], 무기력해지고 삶의 질도 저하

될 뿐 아니라[5,15,18] 중등도 이상의 낙상두려움이 있는 노인에서

는 사망률도 높았다[14,19]. 이처럼 과도하거나 지속적인 낙상두

려움은 신체기능 저하 유발의 중요한 예측 지표가 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낙상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이 되므로 낙상의 위험요소로 고려하고 적극 개

입하여 관리해야 할 건강문제이다.

낙상두려움은 낙상경험과 상관없이 발생하며[13,17,20-22], 노인

뿐 아니라 더 이른 시기부터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심리현

상이다[16,22]. 그러므로 낙상과 낙상두려움에 대한 중재는 낙상 

미경험자도 함께 포함되어야 하며, 우리나라 낙상 사망자(2020년 

기준)의 63%가 65세 이상 노년층에 집중되어 있지만, 45~64세의 

중년층이 약 30%를 차지하기 때문에[1] 낙상사고의 예방과 관리

에 노년층뿐 아니라 중년층도 함께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낙상 관련 연구나 대책들은 주로 노인을 낙상 

취약 계층으로 규정하여 실시되었고[4,20,21], 중장년층의 낙상사

고는 산업 정책의 안전사고 예방 차원으로 다루어지는 경향이었

다[23]. 낙상과 낙상두려움 관련 연구도 중년층을 포함한 국내 연

구[16]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낙상 발생률이 높은 중년층 

이후 각 연령층에 필요한 낙상 예방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필요한 

요인들을 확인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지

역사회에 거주하는 45세 이상의 중노년기 성인을 연령대별로 구

분하여 낙상두려움 관련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낙상 위험이 높은 

대상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낙상 사고에 취약한 낙상위험군의 조

기발견과 낙상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중노년기 성인을 45~64세군, 65~74

세군, 75세 이상군으로 구분하여 연령군별 낙상두려움 관련 요인

을 확인하는 것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 중노년기 성인의 연령군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신

체활동, 신체건강, 정신건강 특성에 따른 낙상두려움 정도를 

비교한다.

2) 지역사회 중노년기 성인의 연령군별 낙상두려움 관련 요인

을 확인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자료를 이용한 이차자료 

분석 연구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중노년기 성인의 낙상두려움

과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횡단연구이다.

2. 자료원 및 연구 대상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 보건의료계획을 수립 및 평가하고, 

비교가능한 지역건강 통계를 생산하고자 2008년부터 매년 전국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다. 지역사회건강조사의 목표 모집단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표본은 확률비례계통추출로 1차 표본지

점(시･군의 동/읍･면 내 통･반/리)을 추출하고 계통추출로 2차 표

본가구(선정된 표본지점 내 주거용 주택)를 선정하여 추출하였다.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는 2019년 8월 16일~10월 31일까지 훈련

된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

상으로 설문프로그램이 탑재된 노트북을 사용하여 1:1 면접조사 

방식으로 수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조사대상자 총 

229,099명 중, 45세 이상 성인(162,809명)을 대상으로 연간 낙상 경

험과 낙상두려움 항목에서 무응답과 결측치(125명)를 제외한 총 

162,684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 도구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연령, 성별, 교육수준, 가구 월소득 수준, 

배우자 동거여부를 조사하였다.

연령은 Erikson이 생애주기 단계에서 중년기(45~64세)와 노년기

(65세 이상)로 분류한 것과 길어진 노년의 생애 단계를 고려하고 

우리나라 노인의 보편적 구분에 따라 전기 노인기(65~74세)와 후

기 노인기(75세 이상)로 구분한 것[24]을 참고하여, 45~64세, 6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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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75세 이상의 3개 연령군으로 구분하였다. 교육수준은 초등학

교 이하(무학, 서당, 초졸 포함),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상(2년/ 

3년/4년제 대학, 대학원이상 포함)으로 구분하였다. 가구 월소득 

수준은 하(100만원 미만), 중하(100~300만원 미만), 중상(300~500만

원 미만), 상(500만원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배우자 동거여부는 

배우자 동거와 비동거(별거, 사별, 이혼, 미혼)로 구분하였다.

2) 낙상두려움과 낙상 횟수

낙상두려움은 “평소 넘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까?”

의 문항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로 응답하는 경우 ‘없음’, “약

간 두려워한다”와 “많이 두려워한다”로 응답하는 경우 ‘있음’으로 

분류하였다. 낙상 횟수는 “최근 1년 동안 넘어진 적이 있습니까?”

의 문항에 “아니오”로 응답한 대상자는 ‘0’, “예”라고 응답한 대상

자는 연간 낙상 건수에 따라 ‘1회’와 ‘2회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3) 신체활동과 신체건강

신체활동에는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과 걷기 실천을 포함하였

다.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은 격렬한 신체활동을 20분 이상 주 3일 

이상 하거나 중강도 신체활동을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했을 때 

‘실천’으로 구분하였다. 걷기는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했을 때 ‘실

천’으로 구분하였다.

신체건강에는 비만여부, 주관적 건강수준, 만성질환(고혈압, 당

뇨병) 수를 포함하였다. 비만은 대한비만학회 기준에 따라 체질량

지수(kg/m2) 25.0 이상인 경우로 하였고, 주관적 건강수준은 평소 

자신의 건강에 대해 “매우 좋음”, “좋음”, “보통”으로 인식하는 경

우 ‘좋음’으로, “나쁨”, “매우 나쁨”으로 인식하는 경우 ‘나쁨’으로 

분류하였다. 만성질환 수는 의사 진단을 받은 고혈압과 당뇨병

의 질병 수에 따라 ‘없음’, ‘1개’, ‘2개’로 구분하였다.

4) 정신건강

정신건강에는 수면시간, 스트레스 인지, 우울증상, 인지장애를 

포함하였다. 수면 시간은 하루 수면시간이며 ‘5시간 이하’, ‘6~8시

간’, ‘9시간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스트레스 인지는 “대단히” 혹은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경우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인지 ‘있음’, 

“조금” 느끼거나 “거의 느끼지 않음”으로 응답한 경우 높은 수준

의 스트레스 인지 ‘없음’으로 분류하였다. 우울증상은 우울증 선

별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로 최근 1년 동안 연

속적으로 2주 동안 경험한 우울증상을 측정하였다. 9문항의 4점

(0~3점)척도로 구성되어 총 0-27점으로 측정되며 10점 이상은 우

울증상 ‘있음’, 10점 미만은 우울증상 ‘없음’으로 분류하였다[25]. 

인지장애는 최근 1년 동안 “점점 더 자주” 또는 “더 심하게 정신이 

혼란스럽거나 기억력이 떨어짐”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 인지장

애 ‘있음’으로 분류하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통계분석은 SPSS/WIN 27.0 프로그램(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였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 이용지침에 따

라 복합표본설계를 반영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건강 관련 특성은 빈도와 가중 백분율로 제시하

였고, 연령군별 제 특성의 비교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연령군

별 낙상두려움 관련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특성, 낙

상 횟수, 신체활동과 신체건강 변수, 정신건강 변수들을 모두 보

정하여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승산비

(Odds Ratio, OR)와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을 제시하

였다. 통계 검정 유의수준은 0.05 미만으로 하였다.

5. 윤리적 고려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원시자료는 본 연구자가 지역사회

건강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질병관리청의 승인절차를 거쳐 제공

받았다. 제공된 자료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고유번호로 표기되

어 있고, 자료수집 전 사전 동의가 완료된 자료이다. 연구는 경상

국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면제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IRB No: GIRB-G22-X-0066).

연구 결과

1. 연령군별 대상자의 특성

총 162,684명의 대상자 중 45~64세군은 88,209명(66.9%), 65~74세

군은 39,078명(18.9%), 75세 이상군은 35,397명(14.2%)이었다. 지난 

1년간 낙상 경험률은 45~64세군은 10.7%, 65~74세군은 14.7%, 75세 

이상군은 20.9%였다. 연령군별 지난 1년간 낙상두려움 경험률은 

45~64세군은 23.8%, 65~74세군은 47.5%, 75세 이상군은 70.8%였다

(Table 1).

2. 연령군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 관련 특성에 따른 

낙상두려움의 차이

연령군별 대상자 특성에 따른 낙상두려움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낙상두려움은 모든 연령군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고

(p<.001),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높았다(p<.001). 가구 월소득 수준

에 따라서는 45~64세군과 65~74세군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낙상

두려움이 높았지만(p<.001), 75세 이상군에서는 100만원 이하군과 

500만원 이상군이 101~300만원군과 301~500만원군에 비해 낙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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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이 높았다(p<.001). 배우자 동거여부에 따라서는 모든 연령군에

서 배우자 비동거군이 동거군보다 낙상두려움이 높았다(p<.001).

연간 낙상 횟수에 따른 낙상두려움은 모든 연령군에서 낙상 횟

수가 많아질수록 높았다(p<.001).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과 걷기에 

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 45-64 years  65-74 years ≥75 years 

n (%†)

Total 162,684 (100.0) 88,209 (66.9) 39,078 (18.9) 35,397 (14.2)

Gender Male 71,085 (47.8) 40,141 (49.4) 17,506 (46.6) 13,438 (41.8) 

Female  91,599 (52.2) 48,068 (50.6) 21,572 (53.4) 21,959 (58.2)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54,324 (20.2)  9,680 ( 6.3) 18,875 (37.9) 25,769 (61.5) 

Middle school 25,660 (13.8) 13,002 (10.9)  8,463 (23.0)  4,195 (14.8)

High school 50,029 (36.1) 38,473 (43.7)  8,037 (25.4)  3,519 (14.5) 

≥College 32,468 (30.0) 26,934 (39.0) 3,658 (13.7) 1,876 ( 9.3) 

Monthly income
(104 Korean won)

≤100 33,130 (12.0)  5,743 ( 4.5)  9,633 (18.5) 17,754 (38.6) 

101-300 57,156 (29.6) 25,476 (22.2) 19,270 (48.0) 12,410 (39,9) 

301-500 35,035 (25.4) 25,581 (29.5) 6,419 (20.5) 3,035 (12.5) 

≥501 36,128 (33.0) 30,688 (43.8) 3,500 (13.0) 1,940 ( 9.0) 

Living with spouse Separated/divorced/
widowed/unmarried

44,198 (23.5) 17,018 (18.3)  9,859 (24.9) 17,321 (46.2)

Living with spouse 118,300 (76.5) 71,051 (81.7) 29,183 (75.1) 18,066 (53.8)

Number of annual falls 0 140,176 (87.1) 78,737 (89.3) 33,262 (85.3) 28,177 (79.1)

1 14,591 ( 8.5) 6,296 ( 7.2) 3,921 (10.1) 4,373 (12.9)

≥2 7,917 ( 4.4) 3,176 ( 3.5) 1,895 ( 4.6) 2,846 ( 8.0)

Fear of falling No 95,876 (65.0) 65,969 (76.2) 20,159 (52.5)  9,748 (29.2)

Yes 66,808 (35.0) 22,240 (23.8) 18,919 (47.5) 25,649 (70.8)

Moderate to severe physical 
activity

No 126,271 (77.5) 65,104 (74.8) 30,210 (78.7) 30,957 (88.7)

Yes 36,307 (22.5) 23,063 (25.2) 8,831 (21.3) 4,412 (11.3)

Walking No 99,219 (55.5) 52,139 (55.2) 22,412 (51.1) 24,668 (62.9)

Yes 63,432 (44.5) 36,054 (44.8) 16,661 (48.9) 10,717 (37.1)

Obesity BMI <25kg/m2 98,860 (64.1) 54,202 (64.8) 22,713 (60.7) 21,945 (65.7)

BMI ≥25kg/m2 56,804 (35.9) 31,016 (35.2) 15,116 (39.3) 10,672 (34.3)

Subjective health status Not bad 118,417 (78.7) 74,827 (86.7) 26,669 (71.1) 16,921 (51.6)

Bad 44,254 (21.3) 13,376 (13.3) 12,407 (28.9) 18,471 (48.4)

Number of Chronic diseases 0 90,281 (61.1) 61,575 (72.3) 16,504 (42.4) 12,202 (33.4)

1 56,245 (30.5) 21,721 (22.8) 16,942 (43.4) 17,582 (49.4)

2 16,117 ( 8.4) 4,904 ( 4.9) 5,625 (14.2) 5,588 (17.1)

Sleep hours ≤5 hrs 33,576 (19.8) 15,183 (17.3) 8,920 (23.8) 9,153 (26.3)

6~8 hrs 123,110 (77.1) 71,097 (80.9) 28,525 (72.4) 23,488 (66.0)

≥ 9hrs 6,249 ( 3.0) 1.920 ( 1.8) 1,610 ( 3.8) 2,719 ( 7.7)

Perceived high level of stress No 131,186 (79.0) 69,179 (76.9) 32,544 (83.0) 29,463 (83.5)

Yes 31,383 (21.0) 19,025 (23.1) 6,525 (17.0) 5,833 (16.5)

Depression No 156,414 (96.8) 86,047 (97.6) 37,687 (96.6) 32,680 (93.0)

Yes 5,451 ( 3.2) 1,973 ( 2.4) 1,248 ( 3.4) 2,230 ( 7.0)

Cognitive decline No 126,400 (79.3) 73,852 (83.8) 29,589 (75.1) 22,959 (64.1)

Yes 36,189 (20.7) 14,334 (16.2)  9,475 (24.9) 12,380 (35.9)
†weighted %; BMI=Body Mass Index

Table 1. Sociodemographic and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by Age Groups (N=16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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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는 모든 연령군에서 비실천군이 실천군보다 낙상두려움이 

높았다(p<.001). 체질량에 따라서는 45~64세군은 정상체중군의 낙

상두려움이 높았고(p=.002), 65-74세군과 75세 이상군은 비만군의 

낙상두려움이 높았다(p<.001, p=.001). 모든 연령군에서 주관적 건

강수준을 나쁨으로 인식하는 불건강군의 낙상두려움이 높았고

(p<.001), 만성질환의 수가 많을수록 낙상두려움도 높았다(p<.001). 

Characteristics Categories 

45-64 years (n=88,209) 65-74 years (n=39,078) ≥75 years (n=35,397)

Without 
FOF

With
FOF p

Without 
FOF

With
FOF p

Without 
FOF

With
FOF p

%†(SE) %†(SE) %†(SE)

Gender Male 86.4 (0.2) 13.6 (0.2) <.001 67.6 (0.4) 32.4 (0.4) <.001 43.3 (0.5) 56.7 (0.5) <.001

Female 66.2 (0.3) 33.8 (0.3) 39.3 (0.4) 60.7 (0.4) 19.1 (0.3) 80.9 (0.3)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59.3 (0.7) 40.7 (0.7) <.001 43.2 (0.5) 56.8 (0.5) <.001 23.1 (0.3) 76.9 (0.3) <.001

Middle school 67.5 (0.6) 32.5 (0.6) 53.4 (0.7) 46.6 (0.7) 35.5 (0.9) 64.5 (0.9)

High school 76.5 (0.3) 23.5 (0.3) 59.3 (0.7) 40.7 (0.7) 39.4.(0.9) 60.6 (0.9)

≥College 81.0 (0.3) 19.0 (0.3) 63.9 (0.9) 36.1 (0.9) 43.0.(1.3) 57.0 (1.3)

Monthly income
(104 Korean won)

≤100 61.4 (0.9) 38.6 (0.9) <.001 42.8 (0.7) 57.2 (0.7) <.001 25.5 (0.4) 74.5 (0.4) <.001

101-300 70.4 (0.4) 29.6 (0.4) 52.4 (0.5) 47.6 (0.5) 32.9 (0.5) 67.1 (0.5)

301-500 77.4 (0.3) 22.6 (0.3) 57.9 (0.7) 42.1 (0.7) 31.0 (1.0) 69.0 (1.0)

≥501 79.8 (0.3) 20.0 (0.3) 58.2 (1.0) 41.8 (1.0) 26.9 (1.1) 73.1 (1.1)

Living with spouse Separated/divorced/
widowed/unmarried

71.1 (0.4) 28.9 (0.4) <.001 40.7 (0.6) 59.3 (0.6) <.001 20.2 (0.4) 80.0 (0.4) <.001

Living with spouse 77.4 (0.2) 22.6 (0.2) 56.4 (0.4) 43.6 (0.4) 37.1 (0.5) 62.9 (0.5)

Number of annual 
falls

0 79.2 (0.2) 20.8 (0.2) <.001 56.7 (0.3) 43.3 (0.3) <.001 33.4 (0.4) 66.6 (0.4) <.001

1 53.7 (0.8) 46.3 (0.8) 30.3 (1.0) 69.7 (1.0) 15.4 (0.7) 84.6 (0.7)

≥2 46.7 (1.2) 53.3 (1.2) 22.5 (1.2) 77.5 (1.2) 10.1 (0.7) 89.9 (0.7)

Moderate to severe 
physical activity 

No 75.2 (0.2) 24.8 (0.2) <.001 50.4 (0.4) 49.6 (0.4) <.001 27.3 (0.3) 72.7 (0.3) <.001

Yes 79.1 (0.4) 20.9 (0.4) 60.2 (0.7) 39.8 (0.7) 43.3 (1.0) 56.7 (1.0)

Walking No 75.5 (0.2) 24.5 (0.2) <.001 49.4 (0.4) 50.6 (0.4) <.001 24.1 (0.4) 75.9 (0.4) <.001

Yes 77.0 (0.3) 23.0 (0.3) 55.7 (0.5) 44.3 (0.5) 37.8 (0.6) 62.2 (0.6)

Obesity BMI<25kg/m2 76.0 (0.2) 24.0 (0.2) .002 54.5 (0.4) 45.5 (0.4) <.001 31.3 (0.4) 68.7 (0.4) .001

BMI≥25kg/m2 77.2 (0.3) 22.8 (0.3) 50.4 (0.5) 49.6 (0.5) 29.0 (0.6) 71.0 (0.6)

Subjective health 
status

Bad 58.7 (0.5) 41.3 (0.5) <.001 34.7 (0.6) 65.3 (0.6) <.001 17.5 (0.4) 82.5 (0.4) <.001

Not bad 78.9 (0.2) 21.1 (0.2) 59.7 (0.4) 40.3 (0.4) 40.1 (0.5) 59.9 (0.5)

Number of Chronic 
diseases 

0 77.4 (0.2) 22.6 (0.2) <.001 55.8 (0.5) 44.2 (0.5) <.001 33.3 (0.6) 66.7 (0.6) <.001

1 73.8 (0.4) 26.2 (0.4) 51.4 (0.5) 48.6 (0.5) 28.0 (0.4) 72.0 (0.4)

2 68.8 (0.9) 31.2 (0.9) 45.9 (0.8) 54.1 (0.8) 24.8 (0.7) 75.2 (0.7)

Sleep hours ≤5 hrs 71.4 (0.5) 28.6 (0.5) <.001 45.7 (0.7) 54.3 (0.7) <.001 24.6 (0.6) 75.4 (0.6) <.001

6-8 hrs 77.4 (0.2) 22.6 (0.2) 54.8 (0.4) 45.2 (0.4) 31.0 (0.4) 69.0 (0.4)

≥9 hrs 69.1 (1.3) 30.9 (1.3) 51.0 (1.7) 49.0 (1.7) 29.1 (1.1) 70.9 (1.1)

Perceived high level 
of stress

No 78.0 (0.2) 22.0 (0.3) <.001 55.1 (0.4) 44.9 (0.4) <.001 31.1 (0.3) 68.9 (0.3) <.001

Yes 70.3 (0.4) 29.7 (0.4) 39.8 (0.8) 60.2 (0.8) 19.4 (0.7) 80.6 (0.7)

Depression No 76.9 (0.2) 23.1 (0.2) <.001 53.7 (0.3) 46.3 (0.3) <.001 30.5 (0.3) 69.5 (0.3) <.001

Yes 47.1 (1.4) 52.9 (1.4) 20.4 (1.4) 79.6 (1.4) 12.4 (0.9) 87.6 (0.9)

Cognitive decline  No 78.4 (0.2) 21.6 (0.2) <.001 55.9 (0.4) 44.1 (0.4) <.001 34.0 (0.4) 66.0 (0.4) <.001

Yes 64.8 (0.5) 35.2 (0.5) 42.1 (0.7) 57.9 (0.7) 20.6 (0.5) 79.4 (0.5)
†weighted %. SE=Standard Error; FOF=Fear Of Falling; BMI=Body Mass Index

Table 2. Differences of Fear of Falling according to the Sociodemographic and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by Age Groups (N=16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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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시간에 따른 낙상두려움은 모든 연령군에서 6~8시간군이 가

장 낮고, 45~64세 연령군에서는 9시간 이상군이 가장 높으며(p< 

.001), 65~74세군과 75세 이상군에서는 5시간 이하군이 가장 높았

다(p<.001). 모든 연령군에서 높은 스트레스 인지군이 비인지군보

다(p<.001), 우울 경험군이 무경험군보다(p<.001), 인지장애 경험군

이 무경험군보다 낙상두려움이 높았다(p<.001).

3. 연령군별 낙상두려움 관련 요인

연령군별 낙상두려움 관련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및 건강 관련 특성을 모두 보정한 다변량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는 Table 3과 같다. 45~64세 연령군의 낙상두려움 위험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3.11배 높고,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대졸 이상군에 비

해 초졸 이하군이 1.61배, 중졸군이 1.38배, 고졸군이 1.09배 높았

다. 가구 월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501만원 이상군에 비해 100만원 

이하군이 1.39배, 101-300만원군이 1.15배 낙상두려움의 위험이 높

았다. 1년 이내 낙상 무경험군에 비해 1회 낙상군은 2.72배, 2회 이

상 낙상군은 3.40배 낙상두려움의 위험이 높았다. 신체활동에 따

라서는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군이 비활동군에 비해 0.92배 낙상

두려움의 위험이 낮았다. 신체건강 관련 낙상두려움 위험은 주관

적인 불건강군이 건강군에 비해 1.72배 높았고, 만성질환이 없는 

군에 비해 만성질환 1개군은 1.19배, 2개군은 1.34배 높았다. 높은 

스트레스 인지군이 비인지군에 비해 1.21배, 우울 경험군이 무경

험군에 비해 1.49배, 인지장애 경험군이 무경험군에 비해 1.35배 

낙상두려움의 위험이 높았다. 배우자 동거여부, 걷기실천여부, 비

만여부, 수면시간과 낙상두려움 간의 관련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65~74세 연령군의 낙상두려움 위험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2.78

배,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대졸 이상군에 비해 초졸 이하군이 1.14

배, 배우자 비동거군이 동거군에 비해 1.18배 높았다. 낙상 무경험

군에 비해 1회 낙상군은 2.41배, 2회 이상 낙상군은 3.42배 낙상두

려움의 위험이 높았다.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군이 비활동군에 비

해 0.83배, 걷기 실천군이 비실천군에 비해 0.94배로 낙상두려움의 

위험이 낮았다. 주관적인 불건강군이 건강군에 비해 1.92배, 만성

Characteristics (reference) Categories
45-64 years (n=88,209) 65-74 years (n=39,078) ≥75 years (n=35,397)

OR†(95% CI) p OR†(95% CI) p OR†(95% CI) p

Gender (ref. male) Female 3.11 (2.97-3.26) <.001 2.78 (2.61-2.95) <.001 2.37 (2.19-2.57) <.001

Education level (ref. ≥College) ≤Elementary school 1.61 (1.49-1.74) <.001 1.14 (1.03-1.27) <.001 1.12 (0.99-1.28) .069

Middle school 1.38 (1.28-1.48) 1.05 (0.95-1.17) 1.03 (0.90-1.18)

High school 1.09 (1.04-1.15)  0.96 (0.86-1.07) 1.03 (0.89-1.18)

Monthly income (104 Korean won)
(ref. ≥501)

≤100 1.39 (1.27-1.53) <.001 1.05 (0.93-1.18) .164 0.86 (0.75-1.00) .123

101-300 1.15 (1.08-1.22)  1.05 (0.94-1.16) 0.93 (0.81-1.07)

301-500 1.03 (0.97-1.09) 0.96 (0.85-1.08) 0.96 (0.82-1.13)

Living with spouse (ref. yes) No 1.02 (0.97-1.08) .435 1.18 (1.10-1.27) <.001 1.17 (1.07-1.27) <.001

Number of annual falls (ref. 0) 1 2.72 (2.53-2.93) <.001 2.41 (2.18-2.67) <.001 2.32 (2.06-2,63) <.001

≥2 3.40 (3.07-3.76) 3.42 (2.92-4.01) 3.02 (2.55-3.58)

Moderate to severe physical activity (ref. no) Yes 0.92 (0.88-0.97) .002 0.83 (0.78-0.89) <.001 0.79 (0.72-0.88) <.001

Walking (ref. no) Yes  0.98 (0.94-1.02) .289 0.94 (0.89-0.99) .039 0.82 (0.77-0.88) <.001

Obesity (ref. BMI<25kg/m2) BMI≥25kg/m2 0.98 (0.93-1.02) .302 1.05 (0.99-1.11) .113 1.05 (0.97-1.12) .935

Subjective health status (ref. not bad) Bad 1.72 (1.62-1.82) <.001 1.92 (1.80-2.06) <.001 2.04 (1.90-2.19) <.001

Number of Chronic diseases (ref. 0) 1 1.19 (1.14-1.26) <.001 1.12 (1.06-1.19) <.001 1.11 (1.04-1.20) <.001

2 1.34 (1.22-1.48) 1.25 (1.15-1.36) 1.25 (1.13-1.38)

Sleep hours (ref. 6-8 hrs) ≤5hrs 1.05 (0.99-1.11) .241 1.04 (0.97-1.11) .544 1.02 (0.94-1.10) .627

≥9hrs 1.06 (0.92-1.22) 1.00 (0.87-1.16) 0.87 (0.76-1.00)

Perceived high level of stress (ref. no) Yes 1.21 (1.15-1.28) <.001 1.20 (1.10-1.30) <.001 1.21 (1.09-1.35) .004

Depression (ref. no) Yes 1.49 (1.30-1.71) <.001 2.04 (1.67-2.50) <.001 1.26 (1.05-1.50) .007

Cognitive decline (ref. no) Yes 1.35 (1.28-1.43) <.001 1.34 (1.25-1.43) <.001 1.50 (1.39-1.62) <.001
†Gender, education level, monthly income, living with spouse, number of annual falls, moderate to severe physical activity, walking, obesity, subjective 
health status, number of chronic disease, sleep time, perceived high level of stress, depression, and cognitive decline are adjusted for statistical 
comparisons,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ref.=reference

Table 3. Effects of Sociodemographic and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on Fear of Falling by Age Groups (N=16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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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이 없는 군에 비해 만성질환 1개군은 1.12배, 2개군은 1.25배 

낙상두려움의 위험이 높았다. 높은 스트레스 인지군은 비인지군

에 비해 1.20배, 우울 경험군은 무경험군에 비해 2.04배, 인지장애 

경험군은 무경험군에 비해 1.34배 낙상두려움의 위험이 높았다. 

가계 월소득 수준, 비만여부, 수면시간과의 관련성은 유의하지 않

았다.

75세 이상 연령군의 낙상두려움 위험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2.37배 높았고, 배우자 동거군에 비해 비동거군이 1.17배 높았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대졸 이상군에 비해 초졸 이하군이 1.12배 

낙상두려움 위험이 높으나 다른 교육수준과의 관련성은 유의하

지 않았다. 낙상 무경험군에 비해 1회 낙상군은 2.32배, 2회 이상 

낙상군은 3.02배 낙상두려움의 위험이 높았다. 중등도 이상 신체

활동군은 비활동군에 비해 0.79배, 걷기 실천군은 비실천군에 비

해 0.82배 낙상두려움 위험이 낮았다. 주관적 불건강군은 건강군

보다 2.04배, 만성질환이 없는 군에 비해 만성질환 1개군은 1.11배, 

2개군은 1.25배 높았다. 높은 스트레스 인지군이 비인지군에 비해 

1.21배, 우울 경험군이 무경험군에 비해 1.26배, 인지장애 경험군

이 무경험군에 비해 1.50배 낙상두려움 위험이 높았다. 가계 월소

득 수준, 비만여부, 수면시간과의 관련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는 중노년기 성인의 연령군별 낙상두려움 관련 요인을 

파악하였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 대상인 

지역사회 거주 중노년기 성인의 35.0%가 낙상두려움을 경험하였

다. 이는 국내 45세 이상 중고령자에서 낙상 경험자의 90.1%, 낙상 

무경험자의 41.8%가 낙상두려움을 갖는다는 보고[16]보다 낮지만, 

40세 이상 독일인의 18%가 낙상두려움을 갖는다는 보고[22]와 비

교하면 높은 수치이다. 연령군별 낙상두려움 경험률은 45~64세군 

23.8%, 65~74세군 47.5%, 75세 이상군 70.8%로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높아졌고, 1년 이내 낙상 무경험군의 경우에도 45~64세군 

20.8%, 65~74세군 43.3%, 75세 이상군 66.6%로 연령이 높을수록 높

아졌다. 선행연구에서도 연령 증가를 낙상두려움의 관련 요인으

로 보고하였는데[17],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기능 저하나 허

약으로 낙상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게 되면서 낙상두려움이 커지

는 것으로 예상된다. 성별에 따른 낙상두려움은 모든 연령군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낙상두려움의 위험도 여성이 남성보

다 45~64세군 3.11배, 65~74세군 2.78배, 75세 이상군 2.37배로 2배 

이상 높았다. 이는 여성의 낙상두려움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한 기존의 연구결과[15,19-21,26]와 일치하는 것으로 여성은 

특히 폐경 후 골밀도 저하나 골다공증 등으로 근골격 기능이 저

하되며 골절이나 낙상에 취약해짐[9,21]을 인식하게 됨에 따라 낙

상두려움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고려된다. 이러한 남성과 여성

의 신체적 차이가 반영된 낙상두려움 예방 및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낙상두려움과 가장 관련이 높은 요인은 낙상경험

이었다. 모든 연령군에서 2회 이상의 반복 낙상경험이 있는 경우 

낙상두려움 위험이 가장 높고, 1회 낙상 경험군도 낙상 무경험군

보다 낙상두려움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낙상두려움과 낙

상경험의 관련성을 확인한 선행연구[5,20,26]와 일치하는 결과로 

낙상경험은 낙상두려움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낙상의 위험요인이

므로[8,28] 반복 낙상의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낙상 경험자

의 낙상 요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낙상두려움을 조절하여 관리해

야 할 것이다. 한편 낙상경험을 하지 않은 경우도 낙상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데[20], 본 연구에서 낙상 무경험자의 낙상두려움 경

험률은 45~64세군 20.8%, 65~74세군 43.3%, 75세 이상군에서 66.6%

였다. 이와 함께 재가노인 낙상 무경험자의 76.6%[26], 재가 허약

노인 낙상 무경험자의 41.7%가 낙상두려움을 갖는다는 선행 보고

[20] 등을 통해 낙상 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낙상두려움이 존재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낙상 경험자 뿐 아니라 무경험자에

게도 낙상두려움과 낙상에 대한 적극적 중재가 필요하며 특히 연

령이 높아짐에 따라 낙상두려움도 높아지므로 연령대에 따른 낙

상두려움 중재를 함께 고려하고 제공해야 할 것이다.

운동은 체력뿐 아니라 심리적 측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낙상을 예방하는 중요한 중재로 알려져 있다[11]. 본 연구에서도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군은 모든 연령군에서 낙상두려움의 발생 

위험이 낮았다. 걷기 실천군은 모든 연령군에서 비실천군보다 낙

상두려움이 낮았지만 낙상두려움의 위험은 65~74세군과 75세 이

상군에서만 유의하게 낮았다. 65세 이상군에서 걷기는 건강행위

의 실천으로 인식하나, 45~65세군에서는 특별한 신체적 장애를 

갖지 않는 경우 걷기는 평상시의 기본적인 신체활동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걷기와 낙상두려움 간에 유의한 관련성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고려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운동을 

하지 않는 노인은 운동을 하는 노인에 비해 낙상두려움 위험이 

높았고[21,26], 운동중재는 낙상예방 효능감, 낙상공포, 낙상 관련 

체력에 효과를 나타내며 운동 기간과 시간, 빈도가 증가할수록 

운동중재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3]. 낙상은 낙상 위험요

인의 복합적 작용으로 발생하며, 복합적 중재를 제공하여 위험요

인을 감소시키면 낙상예방이 가능해진다. 특히 운동과 교육을 복

합한 낙상예방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므로[6,11], 규

칙적이고 지속적인 운동의 낙상예방에 대한 신체·심리적 효과를 

고려하여 낙상두려움 관리시 신체활동이나 운동요법을 함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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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신체건강 요인 중 주관적 불건강군은 건강군보다 낙상두려움

이 높았으며 특히 고연령층에서 낙상두려움 발생 위험이 높았다. 

선행연구에서도 건강수준을 낮게 인식하면 낙상두려움이 높았

으며[17], 신체적 건강상태는 낙상두려움의 영향 요인이었다[21]. 

Fletcher와 Hirdes[15]도 건강수준을 낮은 상태로 인식하면 낙상두

려움으로 활동 위축이 초래되는 위험요인이었으며 주관적 불건

강 인식군은 외부활동에 높은 제약을 받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렇듯 자신의 건강을 불건강 상태로 인식한 경우 일상생활수행

이나 신체활동에서 자신감을 상실하며 이러한 신체적, 심리적 위

축이 낙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나 신체활동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15] 낙상 예방과 관리를 계획할 때 낙상두려움과 함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도 함께 사정해야 할 것이다. 만성질환은 

모든 연령군에서 낙상두려움의 위험을 높였으며, 만성질환 1개군

보다 2개군의 위험비가 더 높았다. 선행연구에서도 만성질환이 

많을수록 낙상 두려움이 높았고 낙상두려움의 예측요인이었으며

[26], 1개의 질병이 있는 경우 낙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

으나 2개 이상의 질병에서는 낙상 위험률이 증가되었으며[7,9], 만

성질환이 있으면 낙상두려움으로 활동이 억제되어 낙상 횟수가 

증가하고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14]. 만성질환은 

그 질병 자체도 신체상태를 약화시킬 수 있어 건강에 부담을 주

고 낙상가능성을 높이지만 질환관리를 위한 약물투여나 낙상두

려움 등을 높이게 되는 복합적 요인에 의해 낙상 유발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만성질환을 갖는 중노년 대상자에게

는 질병관리 교육과 함께 낙상 예방과 관리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신건강요인 중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우울, 인지장애는 모든 

연령군에서 경험군이 비경험군보다 낙상두려움의 발생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도 스트레스 경험군의 낙상두려움

이 더 높고 낙상두려움과 스트레스 인지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

음이 보고되었다[22]. 또한 우울이 있는 경우 낙상두려움이 높고

[20,21,26], 낙상두려움이 있는 경우 우울이 더 높았으며[16], 낙상

두려움과 우울은 낙상의 위험요인이었다[8,9,28]. 우울은 기능을 

감소시키고 장애를 증가시켜 낙상을 가능하게 하며[8] 우울이 있

는 노인에서 낙상두려움은 활동 억제를 유발하거나 사회적 격리

를 초래할 수 있다[29]. 이렇듯 낙상두려움과 우울은 매우 밀접하

게 경험되는 정서이며 낙상 위험요인이므로 낙상두려움 중재에 

있어 스트레스와 우울 관리와 같은 정신·정서적 관리를 필수적으

로 포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낙상두려움과 교육수준 간의 관련성은 연령군별

로 차이가 있었다. 45~64세군에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낙상두

려움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65~74세군에서는 대졸 

이상군에 비해 초졸 이하군에서만 낙상두려움이 유의하게 높았

으며, 75세 이상군에서는 교육수준과 낙상두려움의 관련성이 유

의하지 않았다. 생애주기상 45~64세군에서는 이후 연령군에 비해 

직업 종사자가 보다 많을 것이며, 낮은 교육군은 신체활동과 연

계되는 직업 활동 가능성이 높아 낙상두려움 발생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

게 낮은 교육수준이나[30] 초졸 이하 노인이 그 이상 교육군에 비

해 낙상두려움 위험이 높다고 보고되었고[26], 허약노인 중 남성

은 교육수준과 낙상두려움의 관련성이 유의하지 않았으나 여성

은 무학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은 군의 낙상두려움 발생 위험이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교육수준과 낙상두려움 간 관련성의 차

이를 보고하였으므로[20] 교육수준과 낙상두려움의 관련성은 반

복해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낙상두려움과 배우자 동거여부와의 관련성도 연령군별로 차이

가 있었다. 45~64세군은 동거 여부와 낙상두려움의 관련성이 유

의하지 않았지만, 65~74세군과 75세 이상군은 비동거군이 동거군

에 비해 낙상두려움의 위험이 높았다. 45~64세군의 경우 65세 이

상군에 비해 신체기능 저하가 적고 낙상두려움도 비교적 낮기 때

문에 배우자 동거 여부가 낙상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혼자 거주하거나 배우자

와 비동거인 경우 낙상두려움이 높고[20,28] 낙상두려움 발생 위

험이 높았기 때문에[26] 낙상두려움 중재시 배우자나 가족, 친지 

등 친밀감을 유지하고 돌봄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자원에 관심

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45세 이상 중노년기의 연령군별 낙상두려움 관련요

인을 확인한 결과 공통요인은 성별, 낙상경험, 중등도 이상 신체

활동,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의 수, 스트레스, 우울, 인지장애

였으며, 45~64세군에서는 교육수준이, 65~74세군에서는 교육수준, 

배우자 동거, 걷기실천이, 75세 이상군에서는 배우자 동거와 걷기 

실천이 관련요인으로 나타나 연령군에 따라 낙상두려움의 관련

요인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낙상 발생률이 

높은 중노년기 성인을 대상으로 연령군별로 낙상 위험요인인 낙

상두려움의 관련요인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낙상위험군의 조

기발견과 각 연령군에 필요한 낙상 예방교육이나 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45세 이상 성인을 연령군별로 

구분하여 낙상두려움의 관련 요인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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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군과 65~74세군, 75세 이상군 모두에서 낙상두려움 관련 요인

은 성별, 낙상 경험,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

질환의 수, 스트레스, 우울, 인지장애였으며, 비만 여부와 수면시

간은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45~64세군에서는 교육수준과 가

구 월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낙상두려움 위험이 높았으나, 75세 이

상군에서는 교육수준, 가구 월소득 수준과 낙상두려움 간에 관련

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배우자 동거여부와 걷기실천은 45~64세군

에서 낙상두려움과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65~74세군과 75

세 이상군에서는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지역사회 중노년기 성인의 낙상두려움을 예방 및 관리하기 위

해 각 연령군별 낙상두려움 위험요인으로 나타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낙상경험, 신체활동, 신체건강, 정신건강 요인을 이해하여 

연령군별 낙상위험군의 조기발견과 맞춤형 낙상예방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횡단연구로 결과의 

인과성에 제한이 있어 추후 주요 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한 종단

연구와 낙상두려움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

과성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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