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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낙상예방 프로그램에서 근력운동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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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s in the indices of body muscle strength, the indices of muscle strength associated with
physical balance, and index of the pain relief between the intervention group who performed the muscle strength exercise and control group who not
performed the muscle strength exercise. The study period was from September 7, 2016 to May 12, 2017, and it was conducted after receiving Institutional Review Board approval. Methods: Among 40 participants who were recruited in this study, the final analysis subjects were a total of 39 people,
excluding the one people who dropped out during the 2-week. For analysis, the changes were compared with baseline and after two weeks by comparing three types of body muscle strength indices, four types of physical balance indices, and one type of pain relief index. Finally, we analyzed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in the each changes. Results: In the body muscle strength index change analysis, the change of muscle mass
relative to weigh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the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regard to chang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 < 0.05). The
lower body strength and the bone mineral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both the intervention and control group, but the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regard to chang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index of muscle strength associated with physical balance change analysis, the intervention group showed improvement much higher in the right arm, left arm, right leg, and left leg of muscle mass than the control group. Also, the muscle
mass of the right arm and the left arm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analysis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regard to change (p < 0.05). Analysis of changes in pain relief index showed that the intervention group showed significantly improvement higher than the control group,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regard to chang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 < 0.05). Conclusions: In the elderly patients in the hospital where the fall prevention program was provided, it was concluded that the intervention group higher improved the muscle strength associated with physical balance and
the pain relief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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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있으며 65세 이상 환자의 경우는 매년 30-40%는 적어도 한 번 이상의
낙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3]. 이러한 낙상은 그 자체로

낙상은 고령자의 사망률과 이환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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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전체 의료비의 0,1%, 유럽의 경우는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다[4].

Effect of Strength Exercise on Patient Fall Prevention Program

것으로 알려져 있다[14,15].
최근 낙상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사례들을 보면 낙상 지식 및

한국의 경우도 급격한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의 질병예방 및

자가 효능감, 예방행동, 우울과 같은 심리적 요소를 분석한 연구들이

건강증진과 더불어 낙상 또한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었다[16,17]. 그리고 신체적 요소 연구로는 앉았다 일어나기, 보폭검사,

있다.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노인 낙상을 경

약력 검사 등의 근력에 대한 연구와 한 발로 섰다가 발이 떨어지는 시

험한 비율이 21%였고, 이중 72.4%는 병원치료를 받았으며 이로 인한

간을 측정하는 균형성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었다[18-22]. 하지만 이전

후유증발생은 47.4%로 보고가 되었다[5]. 그리고 입원 노인환자들의

연구들은 측정과정에서 대상자의 의지나 동작 등에 의해 오차가 발생

경우에도 낙상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재

할 수도 있으므로, 계량화된 측정 장비를 사용하는 연구 방법이 필요

원기간을 연장시켜 환자 회복시간을 지연시키고 추가적인 질병을 야

하다[23].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낙상예방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낙상예방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대
상자들을 근력운동을 시행한 시험군과 그렇지 않는 대조군으로 구분

낙상에 대한 위험적인 요소들로는 노인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내적

하고 신체 근력 및 균형감을 계량화할 수 있는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요인과 노인들의 환경적 특성으로 야기되는 외적요인으로 나눌 수 있

지표의 사전/사후 변화량을 비교한 후 그룹 간에 변화량에 대한 차이

다[6]. 내적요인으로는 정신적인 측면의 영역으로 집중력 감소와 우울

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 연구는 아직까지

증 등이 있고 신체적 영역으로 연령, 성별, 장애정도, 보유질병, 복용약

입원 중인 고위험 낙상 노인환자에게 낙상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물 등이 있다[7]. 낙상의 외적요인은 낙상사고를 발생하게 하는 환경들

근력 운동을 기준으로 효과를 분석한 연구 사례는 없었다는 것이 가

로 낙상사고가 발생하는 계절, 시간, 장소, 형태, 활동 등이 이에 해당한

장 큰 의미일 것이다. 이는 낙상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주로

다[8].

여러 가지 질환과 낙상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수액유무, 휠체어

낙상은 불의의 사고라기보다는 예방과 예측으로 그 사고율을 낮출

사용, 걸음걸이, 의식상태의 문제 등으로 쉽게 낙상예방 프로그램을

수가 있으며 낙상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낙상발생 현

제공하기 어려운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본

황을 파악하고 낙상위험요인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9].

연구는 낙상 고위험 노인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 낙상예방 프로그램

이러한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사회 및 의료, 복지 등

을 제공하고 신체 근력 지표와 신체 균형성 근력 지표, 그리고 통증 지

관련 분야에서는 운동의 성취경험을 통한 자기 효능감과 신체적, 정신

표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진행하는 연구들

적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낙상예방 프로그램들을 권장하고 있다

에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10]. 낙상예방 프로그램의 내용으로는 근력강화 운동과 균형성 운동,

본 연구의 목적은 일개 지역 공공 의료기관에 입원한 낙상 고위험

필라테스(pilates), 요가, 테이핑 요법(taping therapy), 상담 및 교육 등이

환자를 대상으로 낙상예방 프로그램 제공 시 대조군(근력운동을 수

있다.

행하지 않은 그룹)과 시험군(근력운동을 수행한 그룹)으로 나누어 근

근력강화 운동은 일상보다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

력 운동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낙상예방 프로그램 중에서 근

다. 근력강화 운동은 기초대사량과 에너지소비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력 효과의 평가 지표는 신체 근력 지표 3종과 신체 균형성 근력 지표 4

신체의 체중조절과 체지방량의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

종, 신체 통증 지표 1종으로 하였다.

라 골밀도의 증가와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인대의 탄력성을 증가시켜

연구 방법

서 근육의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상해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
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균형성 운동은 무디어진 신경 반사 능
력을 향상시켜 균형감이 향상되어 낙상이 예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본 연구는 의료기관에 입원한 낙상 고위험환자를 대상으로 낙상예

다[12]. 균형성 상실로 인한 낙상은 골절과 염좌를 수반하여 일상생활

방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의 독립된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예방이 매우 중

사전/사후 유사 실험 설계연구이다(Figure 1).

요하게 인식이 되고 있다[13]. 테이핑 요법은 약물처리가 되어있지 않은
테이프를 피부에 부착시켜 통증을 감소시킨다. 이뿐만 아니라 근육의

조사대상자

긴장을 감소시키고 신경반사를 조절하여 혈액순환을 증진시키고 관

본 연구는 충청남도 H지역의 공공 의료기관에서 기관생명윤리심의

절가동범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 순발력과 평형성을 향상시키는

위원회의 승인(1041566-201609-HR-015-01)을 받고 2016년 9월 7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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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tudy flowchart and design.

터 2017년 5월 12일까지 대상자를 편의표집하여 진행하였다.

호사들에 의하여 시행되었다. 간호사들은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낙상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예방 프로그램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해당 임상 시험 기간 동안에 수시

1) 의료원에 입원중인 낙상 고위험환자

로 회의를 진행하고 프로그램의 누락이 없는지를 확인하였다. 대상자

2) 일상적인 의사소통과 거동이 가능한 환자

에게 제공된 낙상예방 프로그램은 낙상예방 교육, 운동, 통증관리로

3)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환자

구성하였으며, 근력운동, 균형성 운동, 통증관리, 낙상인지도는 근무시

낙상 고위험군 선정 평가 방법은 낙상위험사정도구인 Morse fall scale

간별로 담당 간호사가 간호기록지에 기록하였다(Table 1).

[24]을 이용하여 대상자들에 대한 낙상위험성을 분류하였다. Morse
fall scale 분류는 3가지 분류로 위험성 없음(0-24점), 위험성 낮음(25-50
점), 위험성 높음(51-125점)으로 분류가 되며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위
험성 높음의 대상자들만으로 선정하였다.
임상시험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작성하는 동의서에는 대상자가 연
구 진행 중이라도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참여 동의서에는 임
상시험 종료 후 자료의 보관방법 및 폐기방법, 그리고 대상자의 익명성

근력강화 운동

근력강화 운동은 대한운동협회에서 개발한 노인의 낙상예방 운동
의 기본동작을 전문 운동처방사가 수행하였고 대상자들에게 제공하
는 근력운동의 범위는 임상경력 10년 이상의 물리치료사와 정형외과
전공의가 사전에 확인하였다.
대상자들에게 적용하는 근력운동의 내용은 앙와위 상태에서 다리
들어 올리기 100회/일, 밴드 잡아 당기기 20회/일 수행하였다.

과 코드화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모든 내
용들은 사전에 간호사가 구두로 설명한 후 동의서에 대상자가 직접 서
명하는 절차로 진행이 되었다.

균형성 운동

균형성 운동은 관절의 가동범위를 부드럽고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대상자 모집 표본의 수는 40명을 목표로 하였으며 주치의 허락과

하는 보행운동으로 팔운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방법이다. 균형성 운동

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입원환자 40명(대조군 20명, 시험군 20명)을 모

은 대상자들이 평소에 쉽게 수행할 수 있는 운동으로서 본 연구에서

집하여 진행하였다. 최종 분석 대상자는 임상시험 중 자신의 의사로

는 움직임의 유연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호자 또는 간병인이 보조하

탈락한 1명을 제외하고 대조군 19명과 시험군 20명으로 결과를 분석

고 일일 300 m 이내를 3회 시행하였다. 또한 균형성 운동 시행은 사전

하였다.

에 담당의사가 환자상태를 점검한 후에 수행하도록 하였다.

낙상예방 프로그램 제공

테이핑 요법

낙상예방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관리는 책임간호사 1인과 수행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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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tails of fall prevention program
Program

IntervenControl
tion

Method

Fall preven- Perception of fall risk level
tion train- Monitoring of fall recognition
ing
Explain the fall risk factors and prevention methods
Perception its need to be accompanied by a guardian
Exercise
Strengthening exercise for muscle strength
Strengthening exercise for physical balance
Pain man- Measurement of pain
agement Taping therapy

Explain the fall high risk
Check recognition of fall high risk situation
Recognition of situation for fall risk factors
Recognition of fall risk factors
Raising legs 100 times per day, pulling band 20 times per day
300 m walking, 3 times per day
Monitoring visual analog scale (VAS)
Keep for 24 hours, then replace

A
A
A
A
A
A
A
A

A
A
A
A
N/A
A
A
A

A, acceptance; N/A, not acceptance.

하여 효과가 나타는 방법이다. 테이핑 요법 수행은 피부 알러지 확인
후 통증이 있는 부위를 중심으로 근육방향에 따라 부위별로 24시간
적용하였다.

조사방법
대상자의 신체 근력 지표와 신체 균형성 근력 지표 측정은 미국
FDA의 승인(10-2003-0084670, 2003)을 받은 생체 측정 장비(Inbody
720, Biospace, Korea)를 이용하였다. 해당 기기는 인체에 무해한 1 mA
(milli-ampere)의 미세전류를 사용하여 세포내액과 세포외액을 각각
측정하는 방법으로 전신에 대한 부위별 임피던스(impedance)를 측정
하여 팔, 다리, 몸통 등 신체 부위별 분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해당 장비는 피검사자의 부위별 근육 발달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와, 부위별 운동의 효과, 좌우 균형 상태, 상체와 하체의 발달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생체 측정 장비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들 중에서 해당 연구의 지표로 신체 근력 지표 3종(체중
대비 근육량, 하체의 강도, 무기질)과 신체 균형성 지표와 관련된 근육
량 4종(오른팔, 왼팔, 오른 다리, 왼 다리의 근육량)을 최종 분석에 사
용하였다.
통증 측정은 시각상사척도(visual analog scale, VAS)를 활용하였다.
시각상사척도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통증 정도를 구두로 질문하여 ‘전
혀 통증이 없다’ 0점부터 ‘매우 통증이 심하다’ 10점까지 정량화하는

Table 2. Homogeneity test of characteristics between groups (n=39)
Variables

Control
(n = 19)

Intervention
(n = 20)

p*

p†

0.695

0.695

0.362

0.362

0.153

0.161

0.100

0.106

0.510

0.491

n (%)
Gender

Male
Female
Age (y)
≤ 60
61-70
71-80
≥ 81
Comp fx
Diagnosis
Femur fx
Knee pain
Others
Number of First
hospitaliza- Second
tions
Third
Fourth
Past diagno- Hypertension
sis
Diabetes
hypertension
& diabetes
Osteoporosis
BPH
Others

3 (37.5)
16 (51.6)
4 (33.3)
7 (63.6)
7 (46.7)
1 (100.0)
13 (59.1)
3 (75.0)
1 (25.0)
2 (22.2)
1 (14.3)
13 (56.5)
3 (42.9)
2 (100.0)
6 (66.7)
10 (47.6)
1 (50.0)
1 (25.0)
1 (100.0)
0 (0.0)

5 (62.5)
15 (48.4)
8 (66.7)
4 (36.4)
8 (53.3)
0 (0.0)
9 (40.9)
1 (25.0)
3 (75.0)
7 (77.8)
6 (85.7)
10 (43.5)
4 (57.1)
0 (0.0)
3 (33.3)
11 (52.4)
1 (50.0)
3 (75.0)
0 (0.0)
2 (100.0)

BPH,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

측정 도구이다. 통증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통증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나타낸다[25].

분석으로 변화량 분석을 수행한 후에 변화량들이 그룹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
각 평가 지표들의 분석은 시험군과 대조군의 연구 표본 수가 각 그
룹당 30개 미만이므로 정규성 분석을 먼저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평가
지표들의 정규성은 유의수준 0.05 이하로 평가 지표들은 비모수적 분
석으로 수행하였다. 각 그룹의 분석 지표들은 사전 대비 사후 그룹 내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 인구학적 일반적 특성은 그룹 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동질성
검정은 chi-square와 Fisher’s exact test로 분석하였다.
2) 평가 지표들의 정규성 검사를 위하여 Shapiro-wilk test로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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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대상자의 신체 근력 지표의 변화

3) 평가 지표의 사전 대비 사후 변화량 분석은 최초 시점과 종료 시점
(2주 후)의 차이를 Wilcoxon signed-rank test로 분석하였다.

참여자들의 최초 시점 대비 2주 후 최종 신체 근력 지표의 평균 변

4) 평가 지표 변화량이 그룹 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은 Mann

화량을 보면 Table 3과 같다.

Whitney U test로 분석하였다.

체중 대비 근육량은 그룹 내 변화량을 분석한 결과 시험군과 대조

5) 분석의 유의수준은 모두 0.05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군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두 그룹 간 변화량 차이 검정
은 평균 변화량이 -0.08 kg과 0.0 kg으로 차이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연구 결과

유의하였다(p < 0.05).
하체 강도의 그룹 내 변화량을 분석한 결과 대조군이 1.42%에서

대상자의 일반자의 특성

1.8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를 하였고 시험군도 1.45%에서

분석 대상자 39명에 대하여 대조군과 시험군으로 성별, 연령별, 진단

2.30%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 < 0.05). 두 그룹 간 변화량

명, 입원횟수, 과거력에 대한 교차분석과 동질성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차이 검정은 평균 변화량이 0.4%와 0.85%로 차이를 보였으나 통계적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Table 3. Changes in body strength indicators (n=39)
Variables

Duration

Muscle mass relative to
weight (kg)

Baseline
2 weeks
Change
Baseline
2 weeks
Change
Baseline
2 weeks
Change

Lower body strength (%)

Mineral (kg)

Control (n = 19)

Intervention (n = 20)
p*

Mean±SD
1.85±2.08
1.77±2.12
-0.08±0.55
1.42±0.83
1.89±0.93
0.47±0.77
2.05±0.24
2.13±0.26
0.08±0.08

Mean ± SD
2.83 ± 1.84
2.83 ± 1.84
0.00 ± 0.00
1.45 ± 0.82
2.30 ± 0.57
0.85 ± 0.74
2.14 ± 0.29
2.40 ± 0.44
0.26 ± 0.30

0.592

0.024

0.001

Between groups

p*

Z

p†

1.000

-2.362

0.018

0.001

-1.897

0.058

0.002

-1.842

0.065

SD, standard deviation.
*Wilcoxon signed-rank test ; †Mann Whitney U test.

Table 4. Changes in muscle strength associated with physical balance indicators (n=39)
Variables

Duration

Right arm (kg)

Baseline
2 weeks
Change
Baseline
2 weeks
Change
Baseline
2 weeks
Change
Baseline
2 weeks
Change

Left arm (kg)

Right leg (kg)

Left leg (kg)

Control (n=19)
Mean±SD
1.74±0.45
1.83±0.55
0.09±0.45
1.82±0.45
1.88±0.55
0.06±0.44
4.48±0.98
5.02±1.24
0.54±0.87
4.51±0.83
5.08±1.11
0.57±0.74

SD, standard deviation.
*Wilcoxon signed-rank test ; †Mann Whitney U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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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ention (n = 20)
p*

0.643

0.774

0.003

0.002

Mean ± SD
1.93 ± 0.43
2.45 ± 0.65
0.52 ± 0.56
1.94 ± 0.46
2.46 ± 0.65
0.52 ± 0.19
5.22 ± 1.34
6.17 ± 1.38
0.95 ± 0.89
5.12 ± 1.10
6.17 ± 1.40
1.05 ± 1.52

Between groups

p*

Z

p†

0.002

-2.122

0.034

0.002

-1.223

0.021

0.001

-1.183

0.060

0.007

-1.040

0.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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뼛속의 무기질에 대하여 그룹 내 변화량을 분석한 결과 대조군이

균 변화량은 Table 5와 같다. 신체 통증의 그룹 내 변화량을 분석한 결

2.05 kg에서 2.13 kg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시험군도

과 대조군은 5.26점에서 2.52점으로 감소하였고 시험군도 6.25점에서

2.14 kg에서 2.40 kg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 < 0.05). 두

2.55점으로 감소하였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5). 두 그

그룹 간 변화량 차이 검정은 평균 변화량이 0.08 kg과 0.26 kg으로 차

룹 간 변화량 차이 검정은 평균 변화량이 -2.74점과 -3.70점으로 차이

이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5).

논

대상자의 신체 균형성 근력 지표 변화

의

연구 대상자들의 최초 시점 대비 2주 후 최종 신체 균형성 근력 지
본 연구는 공공 의료기관에 입원한 낙상 고위험 노인 환자들을 대

표와 관련된 근육량의 평균 변화량은 Table 4와 같다.
오른쪽 팔의 근육량은 그룹 내 변화량을 분석한 결과 대조군은 1.74

상으로 낙상예방 프로그램 제공 시에 근력운동을 시행한 시험군과 근

kg에서 1.83 kg으로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고 시험

력운동을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평가 지표는

군은 1.93 kg에서 2.45 kg으로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신체 근력 지표 3종과 신체 균형성 근력 지표 4종, 신체 통증 지표 1종

(p < 0.05). 두 그룹 간 변화량 차이 검정은 평균 변화량이 0.09 kg과 0.52

으로 선정하였으며 최초 시점부터 2주 후를 최종 종료시점으로 하여

kg으로 차이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5).

변화량을 분석하였고 각 지표들의 변화량들에 대한 그룹 간의 차이를

왼쪽 팔의 근육량은 그룹 내 변화량을 분석한 결과 대조군은 1.82

분석하였다.

kg에서 1.88 kg으로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시험

각 평가 지표들의 분석을 위해서 먼저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학적

군은 1.94 kg에서 2.46 kg으로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와 시험군과 대조군의 연구 표본 수가 그룹당 30

(p < 0.05). 두 그룹 간 변화량 차이 검정은 평균 변화량이 0.06 kg과 0.52

개 미만으로 정규성을 보장할 수 없는 관계로 평가 지표들의 정규성

kg으로 차이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5).

분석을 먼저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인구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별, 진

오른쪽 다리의 근육량은 그룹 내 변화량을 분석한 결과 대조군은

단명별, 입원횟수, 과거병력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4.48 kg에서 5.02 kg으로 증가하였으며 시험군은 5.22 kg에서 6.17 kg으

평가 지표들의 정규성 분석은 유의수준 0.05 이하로 분석되어 지표들

로 증가하였고 모두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p < 0.05). 두 그룹 간 변

의 변화량 분석은 비모수적 분석으로 수행하였다.

화량 차이 검정은 평균 변화량이 0.54 kg과 0.95 kg으로 차이를 보였으

신체 근력 지표 변화량 분석에서 체중대비 근육량은 변화량이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변화량에 대한 그룹 간 분석에서는 통계적

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왼쪽 다리의 근육량은 그룹 내 변화량을 분석한 결과 대조군은 4.51

으로 유의하였다(p <0.05). 하체 강도와 뼛속의 무기질은 시험군과 대조

kg에서 5.08 kg으로 증가하였으며 시험군은 5.12 kg에서 6.17 kg으로 증

군 모두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변화량에 대한 그룹 간의

가하였고 모두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p < 0.05). 두 그룹 간 변화량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는 시험군이 대조군에 비하

차이 검정은 평균 변화량이 0.57 kg과 1.05 kg으로 차이를 보였으나 통

여 상대적으로 변화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

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미하지 않아 시험군이 대조군보다 더 개선되었다는 결론을 얻을 수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들의 재원일수 제약으로 인한 연구의 단

대상자의 신체 통증 지표의 변화

기간 영향으로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 대상자들의 최초 시점 대비 2주 후 최종 신체 통증 지표의 평

오른쪽 팔, 왼쪽 팔,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의 근육량이 더 높게 개선

Table 5. Changes in pain relief indicators (n=39)
Duration

Control (n=19)
Mean±SD

Baseline
2 weeks
Change

5.26±0.65
2.52±0.51
-2.74±0.73

Intervention (n=20)

p*

Mean±SD

0.000

6.25±0.78
2.55±0.51
-3.70±1.12

SD, standard deviation.
*Wilcoxon signed-rank test; †Mann Whitney U test.

신체 균형성 근력 지표 변화량의 분석은 시험군이 대조군에 비하여

p*

Between
groups
Z

p

†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른쪽 팔과 왼쪽 팔의 근육량은 그룹 간의 변
화량 차이 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5). 이 결과는 지
역사회 노인들을 대상으로 낙상예방 프로그램을 8주 동안 적용하고
효과를 분석한 이전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23]를 보였으며 전반

0.000

-2.756 0.006

적인 근력 운동이 균형성을 향상시킨다는 연구들[27,28]과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전 선행 연구와 비교하여 이 연구는 입원환자 대상
이라는 점과 2주간의 임상시험이라는 제약 사항을 감안한다면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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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비하여 시험군의 개선된 효과가 약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신체 통증 지표 변화량을 분석한 결과 시험군이 대조군에 비하여

일수 등의 제한으로 대상자 모집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제한점이 보
완된다면 향후 연구는 더욱 개선된 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통증의 상태가 유의하게 더 많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룹 간의

현대에는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 수준 향상으로 개인의 건강관리와

변화량 차이 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5). 이 결과는

이전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노인들에 대한 삶은 일반인

테이핑 요법을 사용할 경우 운동 능력이나 근피로도, 통증 경감에 도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빈약한 것이 현실이다. 더욱

움이 된다는 이전 선행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14,26]. 그리

이 노인들의 신체 기능 저하로 인한 낙상의 사고는 부차적인 질병과 비

고 이러한 결과는 대조군과 시험군이 모두 테이핑 요법을 적용하여 사

용을 수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노인 낙상의 위험은 거주 및 일

전보다 사후에 통증이 유의하게 경감되었지만 그룹 간 분석에서 시험

상생활, 의료기관 같은 시설의 이용에서도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

군이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더 많이 통증이 경감된 결과는 근력

로 노인들의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과 효과 검증의 노력이 지속적

운동 수행 효과의 영향으로 사료된다.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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