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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낙상은 의료기관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고의 하나로 낙상으로 인한 

신체적 손상은 경미한 연조직 손상부터 골절, 탈구, 뇌손상 등의 심각

한 상해를 초래하고, 심지어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특히 입원환자

의 낙상은 의료기관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되는 심각한 위해사건 중의 

하나로서 환자의 재원일수 연장으로 인한 의료비용 증가뿐만 아니라 

의료인과 환자 간의 법적 소송의 원인이 되고 있다[1]. 2014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2]의 통계결과에 따르면 병원 재원기간동안 3-20%의 환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호사의 낙상예방활동 영향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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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was aimed to identify influencing factors of hospital fall prevention activities of tertiary hospital nurses and general hospital 
nurses by examining relationships between knowledge and attitude of fall prevention, self-efficacy for preventing fall and perceived patient safety cul-
ture on fall prevention activities. Methods: A total of 341 nurses from one university hospital and two general hospitals were recruited. A descriptive 
survey research was used with self administered questionnaires.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
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Results: As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factors affecting hospital fall prevention activities of tertiary hospi-
tal nurses were working unit, working hours, knowledge of fall prevention, and self-efficacy for preventing fall. For general hospital nurses, the factors 
affecting hospital fall prevention activities were self-efficacy for preventing fall and perceived patient safety culture. Conclusions: Based on the findings, 
there is a need to develop an intervention program for enhancing self-efficacy for preventing fall to improve fall prevention activities of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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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낙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입원환자의 낙상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환자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지표로서의 입원환자 낙상 사고는 의료

기관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들의 낙상예방

활동은 환자안전과 질적 간호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3]. 미국 의료기관 합동심의위원회(Joint Commission on Accredi-

ta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 JCAHO)[4]는 모든 의료기관 평가에 

낙상관련 지표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의료기관 인증조사기준[5]에서 간호사의 낙상예

방활동을 주요한 평가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간호사는 환자와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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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서 24시간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며, 낙상예방을 위한 관리와 교육

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문인력이라는 점과 간호사의 적극

적인 예방활동으로 낙상사고가 예방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간호사의 

낙상예방활동은 매우 중요하다[6,7]. 그 결과 간호사의 낙상예방활동 

증진을 위해서 병원간호사회[8]에서 낙상예방지식과 기술 향상을 위

한 ‘낙상예방간호 실무지침서’를 발간하였고,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통

해 간호사의 낙상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국내 의료기관들이 낙상사고 발생률에 대한 공개를 꺼리고 있어서 

정확한 발생률을 알 수 없지만, 2010년 의료기관인증평가의 중요한 지

표로 낙상예방활동이 채택된 이후에도 의료기관 입원환자의 낙상사고

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국내 상급종합병원의 1년간 전체 입원환자 중 

성인 환자의 낙상발생률은 0.19% (환자 1,000명당 1.9명)로 낙상사고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어서[9], 간호사의 낙상예방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환자안전과 간호의 질 향상을 꾀할 필요가 있다. 

낙상예방 자기효능감은 간호사의 낙상예방을 위한 행동을 성공적

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행동능력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의미

한다[10]. Eom and Jung [11]은 낙상예방 자기효능감이 낙상예방활동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낙상예방 자기효능감이 높을수

록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의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였다[12]. 따라서 

낙상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서는 우선 간호사의 낙상예방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고 낙상예

방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 혹은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낙상예방 자기효능

감과 낙상예방활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드물었다. 

지금까지 병원간호사의 낙상예방활동에 대한 선행연구는 상급종합

병원 혹은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중소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낙상예방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

하는 연구는 드물었다[7,13]. 중소병원은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노인환

자의 비율은 높은 반면에 환자의 질병중증도가 낮아서 간호사의 인력

배치와 업무에 관련된 근로환경, 낙상과 감염을 포함한 환자안전문화

에 대한 인식 등의 차이로 인해 낙상예방활동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4]. 또한 선행연구들은 간호사의 낙상예방활동 영향요인으로 낙상예

방지식 ·태도와 같은 간호사의 개인적 특성요인과 낙상예방활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다수를 이루었다[13,15]. 그러나 간호사의 낙상

예방지식, 태도 등의 개인적인 특성도 간호사의 낙상예방활동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만, 환자안전문화인식과 같은 병원환경요인도 낙상

예방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16], 환자안전문화에 대

한 간호사의 인식과 같은 병원환경요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이렇

듯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제공하는 병원환경 특성과 간호사의 

인력배치 등 근로환경의 차이가 있음을 고려할 때, 간호사 개인의 낙상

예방지식과 태도를 포함한 다양한 변수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호사의 낙상예방활동에 차이를 나타내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호사의 낙상예방

지식, 낙상예방태도, 낙상예방 자기효능감, 환자안전문화인식이 낙상

예방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

병원 간호사의 낙상예방활동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호사의 낙상예방활

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호사의 낙상예방지식, 낙상예방

태도, 낙상예방 자기효능감, 환자안전문화인식 및 낙상예방활동을 파

악한다. 

둘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및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낙상예방활동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호사의 낙상예방지식, 낙상예방

태도, 낙상예방 자기효능감, 환자안전문화인식, 낙상예방활동의 상관

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호사의 낙상예방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호사의 낙상예방지식, 낙상

예방태도, 낙상예방 자기효능감, 환자안전문화인식 및 낙상예방활동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낙상예방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

본 연구는 1개 상급종합병원과 2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은 수간호사와 책임간호

사를 제외한 간호사들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서면

으로 동의한 자로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종합병원은 J시와 C시에 

위치한 250-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고, 1개 종합병원은 J시에 위치

한 1,0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이다. 

연구대상자의 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회귀분석

을 위한 중간 효과크기(f²)는 0.15, 검정력(1-β)은 0.80, 유의수준(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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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양측검정), 예측변수 12개로 계산한 결과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종합병원 간호사 각 127명이 필요하였고, 탈락자 20%를 고려하여 상

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호사 각각 180명으로 총 3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 356부(회수율 96%)가 회수되었으며, 상

급종합병원 간호사 설문지 중 무성의한 설문자료 15부를 제외한 341

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연구도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연령, 최종학력으로 구성되었고, 직무관

련 특성은 총 임상경력, 근무부서, 주당 근무시간, 교대근무 여부, 낙상

예방교육경험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낙상예방활동 

낙상예방활동은 간호사가 환자의 낙상발생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예

방적인 중재를 시행함으로써 환자의 낙상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

동을 말한다[17]. 병원간호사회[8]의 낙상예방간호 실무지침서에 따라 

Hwang [18]이 개발한 간호사 낙상예방활동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

였다. 문항은 낙상 사정(6문항), 낙상교육중재(5문항), 이동시 직원의 도

움(4문항), 환경적 중재(5문항)로 총 20문항이다. 이 도구는 4점 Likert 

척도 ‘거의 적용하지 않는다’ 1점, ‘가끔 적용한다’ 2점, ‘자주 적용한다’ 

3점, ‘항상 적용한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낙상예방활동의 정도

가 높음을 의미한다. Hwang [18]의 도구개발 당시 내적 신뢰도(Cron-

bach’s α)는 0.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0.93이었다.

낙상예방지식

낙상예방지식은 낙상예방간호 실무지침서[8], Dibenedetto [19]의 도

구를 기반으로 Hwang [18]이 개발한 간호사 낙상예방지식 도구를 사

용하였다. 이 도구는 낙상위험사정(33문항), 낙상예방중재(10문항)로 

총 43문항이다. 문항의 선택지는 4지선다식 질문 12문항, 이분식 질문 

3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 배점은 정답은 1점, 오답 또는 ‘모르겠

다’는 0점이었다. Hwang [18]의 도구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KR-20 

(Kuder-Richardson formula 20)은 0.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KR-20은 

0.85이었다.

낙상예방태도

Tunis et al. [20]의 임상실무지침에 대한 낙상예방태도 도구를 Hwang 

[18]이 번역하고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낙상예방

을 위한 실무지침에 대한 생각과 기여도 등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 척도 ‘매우 동의한다’ 1점, ‘동의하지 않는다’ 2점, ‘그저 그렇

다’ 3점, ‘동의한다’ 4점, ‘매우 동의한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낙

상예방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Hwang [18]의 연구에서는 내적 신

뢰도는 0.8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0.85이었다.

낙상예방 자기효능감

낙상예방 자기효능감은 낙상예방을 위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는 자신의 행동능력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서[10], 낙상예방 

자기효능감은 Dykes et al. [10]이 개발한 도구를 Eom and Jung [11]이 

번역, 역번역하여 개발한 한국판 낙상예방 자기효능감(Korean version 

of Self-Efficacy for Preventing Falls, K-SEPF)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

구는 낙상예방을 위한 정보의 공유 및 낙상예방 사정도구의 정기적 

사용여부 등 총 11문항으로 6점 Likert 척도 ‘매우 아니다’ 1점, ‘조금 아

니다’ 2점, ‘보통 아니다’ 3점, ‘보통 그렇다’ 4점, ‘조금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 6점을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낙상예방 자기효능감이 높

음을 의미한다. Eom and Jung [11]의 도구개발 당시 내적 신뢰도는 0.95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0.93이었다. 

환자안전문화인식

환자안전문화인식은 의료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직 내 공동의 믿음, 가치, 지속적인 탐구를 

바탕으로 한 통합된 개별적 및 조직적 행동 패턴이다[21]. 미국의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연구를 총괄하는 보건의료와 질관리 기구(Agency for 

Healthcare and Quality, AHRQ) [22]에서 개발한 환자안전문화 조사도

구(Hospital Survey on Patient Safety Culture) 69문항 중 미국 6개 주에 

있는 21개 병원에 근무하는 1,437명을 대상으로 파일럿 조사를 시행

하여 최종 얻은 42문항으로 재구성한 도구[22]를 Kim et al. [23]이 한

글로 번안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도구는 42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의 구성은 총 5개의 하위영역으로 병동/간호단

위의 근무환경 영역 18문항, 병동/간호단위의 상사/관리자 영역 4문항, 

병동/간호단위의 의사소통 영역 6문항, 병동/간호단위의 안전사고 보

고빈도 영역 3문항, 병원환경 영역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자안

전사고보고 빈도와 관련된 문항은 ‘전혀 보고되지 않는다(1점)-항상 

보고된다(5점)’, 나머지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

록 환자안전문화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AHRQ [22]에서 도구 개발 

당시 내적 신뢰도는 0.77이었으며, Kim et al. [23]이 번안하여 사용한 도

구의 내적 신뢰도는 0.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0.88이었다. 

자료수집 방법

연구자가 속한 기관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GIRB-A15-

Y-0038)을 받은 후 1개 상급종합병원과 2개 종합병원 일반병동 및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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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은 29.27± 6.35세, 총 근무년수는 평균 6.64 ± 3.42년이었다. 최종학력

은 전문학사 59.8%, 간호학사 이상 40.2%이었다. 근무부서는 내 ·외과계

병동 51.3%, 기타(소아과, 중환자실, 산부인과, 응급실 등) 48.7%이었다. 

주당 근무시간은 40-52시간 51.6%, 53-59시간 35.5%, 60시간 이상 12.9%

이었다. 교대근무는 ‘있음’ 83.9%, ‘없음’ 16.1%이었고, 낙상예방교육경험

은 64.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및 직무관련 특성에서 최종학력(χ2 =71.88, p= 0.000), 근무

부서(χ2 =5.52, p= 0.021), 주당 근무시간(χ2 = 8.52, p= 0.014), 낙상예방 교

육경험(χ2 = 67.09, p< 0.000)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1).

낙상예방지식, 낙상예방태도, 낙상예방 자기효능감, 

환자안전문화인식과 낙상예방활동의 정도

간호사의 낙상예방지식(0-43점)은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27.21± 6.68

점, 종합병원 간호사 26.58 ± 6.25점으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t= 0.90, p = 0.366). 간호사의 낙상예방태도(1-5점)

는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3.58 ± 0.46점, 종합병원 간호사 3.51 ± 0.46점

으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1.45, p= 0.149). 

간호사의 낙상예방 자기효능감(1-6점)은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4.43 ±

0.88점, 종합병원 간호사 4.18 ± 0.78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79, p= 0.006).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인식(1-5점)은 상급

종합병원 간호사 3.46 ± 0.28점, 종합병원 간호사 3.32 ± 0.31점으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4.05, p< 0.001). 낙상

예방활동(1-4점)에서는 상급종합병원 3.46 ± 0.46점, 종합병원 3.18 ±

0.53점으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5.09, 

p< 0.001) (Table 2).

수병동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사전에 간호부

와 해당 수간호사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간호부의 협조를 얻었

다.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원치 않으면 언제든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음을 알

려주었다. 또한 설문지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알리고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0.0 프로그램(SPSS Inc., Chica-

go, IL, USA)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호사의 낙상예방지식, 낙상예방태도, 낙

상예방 자기효능감, 환자안전문화인식 및 낙상예방활동을 서술적 통

계로 분석하였다. 둘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호사의 일반적 특

성 및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낙상예방활동의 차이를 t-test, ANOVA로 

분석하고 사후검증은 Scheffe′test를 이용하였다. 셋째, 상급종합병원

과 종합병원 간호사의 낙상예방지식, 낙상예방태도, 낙상예방 자기효

능감, 환자안전문화인식, 낙상예방활동의 상관관계는 Pearson’s 상관계

수를 이용하였다. 넷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호사의 낙상예방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및 직무관련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호사 341명의 평균 연

Table 1. General and job-related characteristics of nurses in a university hospital and general hospitals (n=341)    

Variables Category
Total 

(n=341)
University hospital 

nurses (n=161)
General hospital 
nurses (n=180) χ2/t (p)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Age (y) 29.27±6.35 29.55±6.31 29.02±6.34 0.77 (0.442)
Total career (y) 6.64±3.42 6.76±6.45 6.67±6.19 0.14 (0.888)
Education College 204 (59.8) 58 (36.0) 146 (81.1) 71.88 (<0.001)

University 137 (40.2) 103 (64.0) 34 (18.9)
Working unit Internal or surgical unit 175 (51.3) 72 (44.7) 103 (57.2) 5.52 (0.021)

Others 166 (48.7) 89 (55.3) 77 (42.8)
Working hours (hr) 40-52 176 (51.6) 96 (59.6) 80 (44.4) 8.52 (0.014)

53-59 121 (35.5) 50 (31.1) 71 (39.4)
≥60 44 (12.9) 15 (9.3) 29 (16.1)

Shift work Yes 286 (83.9) 134 (83.2) 152 (84.4) 0.09 (0.761)
No 55 (16.1) 27 (16.8) 28 (15.6)

Experience about fall  
   prevention education

Yes 220 (64.5) 140 (87.0) 80 (44.4) 67.09 (<0.001)
No 121 (35.5) 21 (13.0) 100 (55.6)

M±SD, mean±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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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및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낙상예방활동의 차이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및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낙상

예방활동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근무부서(t=3.11, p= 0.002), 주당 근무

시간(F =3.72, p = 0.026)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낙상예방활동의 차이를 검증

한 결과 낙상예방교육경험(t=3.19, p = 0.002)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호사의 낙상예방지식, 태도, 

낙상예방 자기효능감, 환자안전문화인식, 낙상예방활동 간의 

상관관계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낙상예방활동은 낙상예방지식(r = 0.22, 

p = 0.006), 낙상예방 자기효능감(r= 0.39, p< 0.001)과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낙상예방태도와 환자안전문화인식은 상관관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 간호사의 낙상예방활동은 낙상

예방태도(r= 0.35, p< 0.001), 낙상예방 자기효능감(r= 0.51, p< 0.001), 환

자안전문화인식(r= 0.42, p< 0.001)과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4).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호사의 낙상예방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오차항들 간에 자기상관이 있는지 알아보

기 위하여 Durbin-Watson 통계량을 구한 결과 2.124-2.140으로 오차항

들 간 자기상관은 없었다. 오차항의 분포를 정규분포로 가정할 수 있

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케이스별 진단을 실시한 결과 표준화 잔차가 모

Table 2. Knowledge, attitude, self-efficacy of fall prevention, patient safety culture, and fall prevention activity (n=341)

Variables Range
Total 

(n=341)
University hospital 

nurses (n=161)
General hospital 
nurses (n=180) t (p)

M±SD M±SD M±SD

Knowledge of fall prevention 0-43 26.88±6.45 27.21±6.68 26.58±6.25 0.90 (0.366)
Attitude of fall prevention 1-5 3.55±0.46 3.58±0.46 3.51±0.46 1.45 (0.149)
Self-efficacy of fall prevention 1-6 4.30±0.84 4.43±0.88 4.18±0.78 2.79 (0.006)
Patient safety culture 1-5 3.39±0.31 3.46±0.28 3.32±0.31 4.05 (<0.001)
Fall prevention activity 1-4 3.31±0.52 3.26±0.46 3.18±0.53 5.09 (<0.001)

M±SD,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3. Differences of fall prevention activity by general and job-related characteristics of nurses in a university hospital and general hospitals (n=341)

Variables Category
University hospital nurses (n=161) General hospital nurses (n=180)

M±SD t/F (p) M±SD t/F (p)

Age (y) <25 3.41±0.49 1.60 (0.191) 3.05±0.59 1.97 (0.120)
25-29 3.45±0.43 3.17±0.51
30-34 3.40±0.51 3.27±0.59
≥35 3.61±0.36 3.30±0.39

Total career (y) <2 3.42±0.47 1.73 (0.163) 3.17±0.57 1.40 (0.244)
2-5 3.54±0.45 3.07±0.58
5-10 3.34±0.47 3.19±0.53
≥10 3.55±0.43 3.29±0.44

Education College 3.46±0.41 0.10 (0.920) 3.17±0.55 -0.48 (0.633)
University 3.45±0.49 3.22±0.46

Working unit Internal or surgical unit 3.57±0.35 3.11 (0.002) 3.15±0.48 -0.87 (0.384)
Others 3.36±0.52 3.22±0.60

Working hours (hr) 40-52a 3.47±0.46 3.72 (0.026) 3.26±0.49 2.54 (0.082)
53-59a 3.51±0.37 3.16±0.52 (a>b)
≥60b 3.16±0.65 3.01±0.65

Shift work Yes 3.48±0.45 1.31 (0.194) 3.16±0.55 -1.40 (0.168)
No 3.35±0.51 3.28±0.40

Experience about fall  
   prevention education

Yes 3.48±0.45 1.59 (0.115) 3.32±0.50 3.19 (0.002)
No 3.31±0.54 3.07±0.54

M±SD, mean±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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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 3 이내의 값으로 나타나 오차항의 분포를 정규분포로 가정할 수 

있다.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이 있는지 공차한계와 VIF를 구한 결

과 공차한계는 모두 0.10 이상으로 값으로 나타났으며, VIF는 모두 10

미만의 값으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은 발생하지 않았다. 

먼저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낙상예방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규명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근무부서(β = 0.19, p< 0.05), 주당 

근무시간(β = -0.15, p< 0.05), 낙상예방지식(β = 0.16, p< 0.05), 낙상예방 

자기효능감(β = 0.29, p < 0.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이들 변수의 

낙상예방활동에 대한 총 설명력은 21.0% (F = 6.97, p< 0.001)이었다. 종

합병원 간호사의 낙상예방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

과 낙상예방 자기효능감(β = 0.35, p< 0.01)과 환자안전문화인식(β = 0.17, 

p< 0.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이들 변수의 낙상예방활동에 대한 

총 설명력은 30.0% (F =13.51, p< 0.001)이었다(Table 5).

고 찰

본 연구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호사의 낙상예방지식, 태도, 

낙상예방 자기효능감, 환자안전문화인식이 낙상예방활동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먼저 예상했던 것처럼 본 연구에 참여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호사들은 최종학력, 주당 근무시간, 낙상

예방교육경험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최종학력의 경우 상급종

합병원 간호사는 4년제 간호학사 이상의 비율이 높았고, 종합병원 간

호사는 3년제 전문학사의 비율이 높아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것은 상급종합병원과 중소병원 간호사의 낙상예방활동

을 포함한 환자안전간호활동을 비교한 Cha and Choi [24]의 연구에서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4년제 간호학사 이상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과 유사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사들의 연령과 총근무경력이 유

의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최종학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것은 4년제 간호학사 졸업생들이 상급종합병원 취업률이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된다. 병원 근로환경 측면에서

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호사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주

당 근무시간의 경우 종합병원 간호사(16.1%)가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9.3%)보다 60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법정기준 근로시간과 당사

자 간 합의에 의해 허용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을 합쳐서 1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25],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사들의 약 50%가 주당 52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간호사의 60시간 이상의 장시간근로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장시간 근로는 근골격계질환이나 직무스

트레스 가중으로 인한 뇌심혈관질환과 같은 신체적 건강과 우울·불안·

자살생각과 같은 정신적·정서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잘 알

려졌다[26,27]. 간호사의 장시간 근로로 인한 피로누적과 집중력 저하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knowledge, attitude, self-efficacy of fall prevention, patient safety culture, and fall prevention activity (n=341)  

Group Variables
Knowledge Attitude Self-efficacy Patient safety culture

r (p) r (p) r (p) r (p)

University hospital nurses Attitude of fall prevention 0.22 (0.006)
Self-efficacy for fall prevention 0.08 (0.333) 0.26 (0.001)
Patient safety culture 0.03 (0.699) 0.45 (<0.001) 0.29 (<0.001)
Fall prevention activity 0.22 (0.005) 0.15 (0.051) 0.39 (<0.001) 0.13 (0.109)

General hospital nurses Attitude of fall prevention 0.21 (0.005)
Self-efficacy of fall prevention 0.11 (0.147) 0.43 (<0.001)
Patient safety culture 0.06 (0.460) 0.50 (<0.001) 0.49 (<0.001)
Fall prevention activity 0.03 (0.678) 0.35 (<0.001) 0.51 (<0.001) 0.42 (<0.001)

Table 5. Factors affecting on fall prevention activity between university hospital nurses and general hospital nurses (n=341)

Variables
University hospital nurses (n=161) General hospital nurses (n=180)

B β B β

Working unit (0=others, 1=unit) 0.17 0.19* - -
Working hours -0.24 -0.15* - -
Knowledge of fall prevention 0.01 0.16* - -
Self-efficacy for fall prevention 0.15 0.29* 0.24 0.35**
Patient safety culture 0.30 0.17*
F (p) 6.97 (<0.001) 13.51 (<0.001)
Adjusted R2 0.21 0.30

*p <0.05,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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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환자의 낙상과 같은 안전예방활동 결여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하

여 이들의 장시간 근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낙상예방 

교육경험에서도 두 집단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상급종합병원 

간호사가 종합병원 간호사보다 낙상예방 교육경험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급종합병원과 중소병원 간호사의 낙상예

방활동을 포함한 환자안전간호활동을 비교한 Cha and Choi [24]의 연

구에서도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들의 낙상예방 교육경험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과 비교하여 종합병원은 병원의 교육프로

그램이나 근무환경 등이 차이가 있어서[28], 병원급별 특성이 간호사

들의 낙상예방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후속연구를 통해서 검

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낙상예방활동(범위 1-4점)은 

3.46 ± 0.46점, 종합병원 간호사의 낙상예방활동은 3.18 ± 0.53점으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간호

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이들의 낙상예방활동은 3.41-3.53점

(범위 1-4점)이었고[7,9],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이들의 낙상예방활동은 3.09-3.26점(범위 1-4점)으로 나타나[15,18] 본 

연구를 지지하였다.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낙상예방활동점수가 높

게 나타난 이유는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의료기관 인증평가의 주기적

인 실시로 인해 낙상예방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으로 생

각된다. 2014년 상급종합병원 인증평가 인증조사기준[29]에 의한 낙상

예방활동은 낙상위험도 평가에 따른 고위험환자에 대한 낙상예방활

동, 낙상발생 가능 장소 및 부서의 낙상예방활동, 낙상예방활동 성과

관리, 경영진 보고 및 직원 공유가 포함되어 있어 병원에서 낙상예방

활동지침을 마련하여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낙상사고 예방 모니터링

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간호사의 낙상예방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본 

연구에서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경우 낙상예방 자기효능감, 낙상예

방지식, 근무부서, 근로시간이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모

형에 대한 설명력은 20.7%이었다. 또한 종합병원 간호사의 경우 낙상예

방 자기효능감과 환자안전문화인식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규명되었

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29.5%로 조금 높게 나타났다. Lee and Choi [13]

의 일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낙상예방활동 영향요인을 규명한 

연구에서 낙상에 대한 태도, 낙상예방교육, 학력이 주요한 예측요인으

로 규명되었으며, 모형에 대한 설명력은 11.1%이었으며, Choi and Oh 

[15]의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낙상예방활동 영향요인을 규명한 

연구에서 낙상예방교육, 낙상에 대한 태도, 셀프리더십이 주요 영향요

인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에 대한 설명력은 13.1%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

에서 규명된 낙상예방활동 영향요인들의 설명력이 선행연구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본 연구의 낙상예방활동 영향요인들의 

설명력이 선행연구보다 높다고 하지만 30% 미만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서 어떤 변수들이 간호사들의 낙

상예방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낙상예방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기 위한 본 연구

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호사 모두의 낙상예방활동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낙상예방 자기효능감’이었다. 자기효능감은 주

어진 목표달성에 필요한 행동과정들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능력에 대

한 신념을 말하며[30], 낙상예방 자기효능감은 낙상예방을 위한 행동

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행동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

미한다[10].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사의 낙상예방 자기효능감 점수는 

4.30점(범위 1-6점)으로 중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데, 요양병원 간호

사를 대상으로 낙상예방 자기효능감을 측정한 선행연구에서 4.64점으

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11].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낙상

예방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낙상예방 자기효능감으로 나

타나, 간호사들의 낙상예방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전략 혹

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자기효능감은 ‘성공경험,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생리적이나 정서적 상태’ 네 가지 요소에 의해 형성되므

로 4가지 요소를 활용하여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중재방안을 개

발할 수 있다[30]. 이 중에서 성공경험은 자기효능감을 형성하는 가장 

영향력있는 요인으로서[30] 구체적 목표하에 설정된 낙상예방활동의 

성공적 수행 경험은 자기효능감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료간호사의 성공적 낙상예방활동 수행을 관찰하는 대리경험을 통

해 낙상예방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언어적 설득은 누군가에

게 어떤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능력을 지녔다고 자기 자

신을 믿게끔 말해주는 것으로 주위 사람들의 언어적 설득이나 격려는 

효능감을 증진시키는데, 그중에서 행동에 대한 평가적 피드백이 언어

적 설득형태로 전달될 때 자기효능감을 효과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다

[30]. 즉, 낙상예방활동에 대한 단순한 칭찬이나 격려보다는 구체적으

로 어떤 낙상예방활동이 환자의 낙상사고예방에 효과적이었다는 것

과 같은 평가적 피드백을 통해 간호사의 낙상예방 자기효능감을 향상

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향후 간호사의 낙상예방 자기효능감을 증진

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종합병원 간호사의 낙상예방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두 번째 요

인은 환자안전문화인식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 간호사의 낙상예방

활동과 환자안전문화인식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

려웠고,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 et al. [7]의 연구에서 

간호사의 낙상예방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요인은 환자안전문화

인식이었다. 환자안전문화인식은 의료서비스 전달과정에서 환자에게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발견하여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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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공동의 믿음, 가치, 헌신, 지각 등을 바탕으로 한 통합된 행동양식의 

결과를 의미한다[22].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낙상과 같은 안전사고는 

환자 혹은 보건의료인의 실수라기보다는 병원조직의 구조적 취약성으

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실수한 개인을 비난하는 조직문

화에서 실수를 통해 위험을 예방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환자안전문

화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31]. 본 연구 결과 환자안전문화

인식은 종합병원 간호사의 낙상예방활동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종합병원의 경우 최근 들어서야 

환자안전과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어 보건의료인의 환자안전

문화 인식과 지식이 낮고, 환자안전을 위한 조직시스템이 미비한 반면

에 상급종합병원은 2004년부터 시행된 의료기관평가제도를 통해 환

자안전과 병원의 안전문화구축에 대한 평가가 시작되어 환자안전의 

중요성과 낙상예방활동이 병원시스템 내에서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

으로 생각된다. 환자안전문화와 관련된 요인으로 병원의 근무환경, 의

사소통, 안전사고 보고빈도, 관리자의 리더십이 포함되는데, 본 연구에 

참여한 종합병원 간호사의 낙상예방활동 증진을 위해서 이들이 근무

하는 병원의 근로환경 및 근무시간, 상사와의 의사소통 등과 같은 조

직문화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낙상예방지식은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낙상예방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규명되었다. 지식·태도·실천 모형(Knowledge ·  

Attitude ·Practice model, KAP model)에 의하면 지식의 축적이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고, 태도의 변화를 통해 바람직한 행위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낙상예방지식

은 낙상예방활동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규명되어 KAP 모형을 지지

하였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낙상예방지식 점수는 27.21 ±

6.68점(범위 0-43점)으로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다른 선

행연구의 낙상예방지식 점수 19.56-26.41점[13,32]과 유사하였다. 본 연

구에 참여한 상급종합병원에서는 간호사의 병원낙상예방교육을 필수

교육으로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낙상예방지식 점수가 낮은 것은 향후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를 대

상으로 낙상예방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낙상예방지식이 낙상예방활

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교수-학습전

략과 동기부여 방법론을 활용하여 간호사들의 낙상예방지식을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낙상예방

지식, 낙상예방태도, 낙상예방 자기효능감, 환자안전문화인식이 낙상

예방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상

급종합병원 간호사와 종합병원 간호사의 낙상예방활동에 공통적으

로 낙상예방 자기효능감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경우 낙상예방 자기효능감 이외에 낙상예

방지식, 근무부서와 근로시간이 낙상예방활동에 유의한 영향요인으

로 나타났으며, 종합병원 간호사의 경우 낙상예방 자기효능감 이외에 

환자안전문화인식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규명되었다. 

본 연구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호사 간의 낙상예방활동의 

차이를 살펴보고, 낙상예방활동 영향요인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그 의

의를 찾을 수 있지만, 이런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진 제한점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낙상예방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병원의 구조적 

요인 혹은 조직적 요인에 대한 탐색 및 규명이 부족했다. 비록 본 연구

에서 낙상예방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보건의료인의 개인적 

요인과 조직적 요인을 모두 포함하였지만, 대부분 보건의료인의 개인

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영향 요인을 탐색함으로써 전반적인 설명력이 

낮았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조직건강 등과 같은 변수를 추가하

여 낙상예방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1개 상급종합병원과 2개 종합병원에서 연구대상자를 

편의표출 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낙상발생률과 낙상예방활동은 병원규모와 지역 혹은 인구 특

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지역의 병원급, 종합병원급 

혹은 병원규모별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병원간호사의 낙상예방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낙상예방 자기효

능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낙상예방활동에 

유의한 영향 변수인 낙상예방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

전략 마련이 필요하며, 종합병원 간호사의 경우 낙상예방활동에 유의

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환자안전문화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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