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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status of drug use and analyze the effects of drug use on falls among 
older people. Method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85 community-dwelling older persons through interviewing 
with questionnaires and checking participants’ medication prescriptions and the drugs using the Korea 
Pharmaceutical Information Center’s (KPIC) website. The medications were classified into anatomical and 
therapeutic divisions based on the medications’ ingredients provided by the KPIC. x2 test, ANOVA, t-test, and 
logistic regressions were applied to analyze the data. Results: The finding showed that 81.4% of the older adults 
were taking medications. Older people taking antihyperlipidemic drugs were at 1.79 times higher risk for experi-
encing a fall (95% CI=1.01~3.16, p=.046), and hypnotic sedative and sleeping pills increased their fall risks 11.06 
times (95% CI=1.27~96.07, p=.029) compared to those not taking the medications.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agents showed a 2.74 odds ratio (95% CI=1.23~5.73, p=.013) and narcotic analgesics increased the fall 
experience risk 8.56 times (95% CI=1.02~71.88, p=.048). Those with chronic diseases experienced falls 3.04 
times more than those without chronic diseases. Conclusion: The study findings showed medications might be 
one of the important influencing factors on fall risks among older adults. Raising awareness of fall risks associated 
with medicines through health education and medication reviews by health professionals should be considered 
a strategy for preventing older adults' f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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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낙상은 노인들의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흔한 사건

일 뿐만 아니라 부상으로 인한 사망의 주요 원인이다[1].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

tion, CDC)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4명 중 1명(28%)에게서 

낙상 사고가 일어나며 매년 약 3,600만 건의 낙상이 발생하였

다[2]. 모든 낙상이 부상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약 37%의 

낙상이 치료가 필요하거나 하루 이상 활동이 제한되는 손상

이 있었다[2]. 국내 노인실태조사에서는 전체 노인의 7.2%가 

지난 1년간 낙상을 경험하였고, 1년간 낙상횟수는 평균 1.6회

이며, 낙상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는 72.5%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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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3].

미국노인병학회(American Geriatric Society, AGS)는 노

년기의 대표적인 낙상 위험요인 중의 하나로 복용하고 있는 

약물사용이 낙상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더

욱이 새로운 약물치료가 시작되거나 기존 약물 사용량이 증가

한 후에는 며칠에서 수 주 이내에 낙상 발생이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1].

여러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낙상 위험 증가 약물의 종류로

는 항정신병제, 항우울제, 항불안제, 최면진정제(수면제), 고

혈압치료제, 이뇨제, 마약성 진통제, 항경련제, 부정맥치료제, 

협심증치료제, 심부전치료제, 항파킨슨제, 비스테로이드성 소

염진통제, 당뇨병치료제, 근이완제 등이 있다[1,2,4-8]. 노인들

은 여러 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다중 약물이 

처방 되고, 이로 인해 약물 상호작용과 부작용으로 낙상 발생

과 약물 유해사례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약물사용은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미국노인병학회와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는 낙상 예

방을 위해 낙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약물사용을 주기적

으로 모니터링 하여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위험성을 경고하고, 

이러한 약물 검토가 낙상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중재임을 밝

히고 있다[1,2]. 

그러나 국내 재가노인의 약물 실태와 낙상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낙상으로 인해 입원한 노인을 대상으

로 약물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연구하였거나[9,10], 의무기록 

정보를 이용하여 입원기간 중에 낙상이 발생한 환자군과 낙상

을 경험하지 않은 환자들을 대조군으로 한 낙상위험도 연구가 

있으며[11], 대부분은 다약제 약물사용과 낙상과의 연관성을 

연구한 것이었다[12,13].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는 약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약물의 개수와 낙상과의 관계를 

살펴본 것으로[14], 약물의 종류와 낙상과의 관련성을 알기는 

어렵다.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재가노인의 경우 어떤 약물을 많

이 복용하는지, 어떤 약물이 낙상경험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파악한 연구는 부족하였으며, 설문문항을 이용하

여 약물사용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12], 실제 복용

하는 약물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물과 약물 처방전 확인을 통해 약물사용 실태를 파악

하고, 약물의 종류에 따라 낙상경험 여부를 비교함으로써 향

후 지역사회 노인의 약물관리 및 낙상 예방에 기초자료로 활

용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노인의 약물사용이 낙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여 그 위험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목

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약물사용 실태를 파악한다. 

 약물사용에 따른 낙상경험 정도를 비교한다. 

 약물사용에 따른 낙상경험 위험 정도를 파악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지역이 편중되

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역을 고려하여 일 지역 광역자치단체 

내 지역 5개 공공보건의료 기관에 등록된 방문간호 대상 노인

과 조사원 거주 지역에서 조사 대상 노인을 편의 추출하였다. 

조사대상 선정기준은 1)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2) 의사소

통에 지장이 없으며, 3)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 수행

이 가능한 자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계산하였으며, 선행연구를 토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

(Logistic regression)으로 교차비(Odds ratio) 1.7, 유의수준 

.05, 검정력 .95를 위해 필요한 표본 수는 247명이 산출되었는

데, 탈락률을 고려하여 30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약물 확인이 불가능한 15부를 제외한 285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2. 연구도구

1) 낙상경험

본 연구에서 낙상경험은 “낙상은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발이 지면에서 떨어지면서 현재 위치보다 낮은 단계인 바닥이

나 땅에 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라고 설명한 후 “지난 1년 동

안 낙상을 하신 경험이 있습니까?”로 질문하여 ‘예’, ‘아니오’

로 측정하였다.

2) 약물사용 실태

약물사용 여부는 지난 1년간 꾸준하게 사용하고 있는 약물

이 있는지를 질문하여 ‘예’,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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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약물의 종류는 한국약학정보원(the Korea Pharmaceutical 

Information Center, KPIC)의 약품 목록을 토대로 1차 대분

류(해부학적 분류)와 2차 중분류(치료학적 분류)에 따라 약품 

종류를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일일 사용 약물종류(Number 

of medication class)의 수는 약학정보원 약품 정보에서 치료

학적 분류의 약효분류명을 기준으로 약물종류의 수를 확인하

였다. 

3) 일반적 특성 관련 요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을 포함하

였고, 질병 관련 특성으로는 의사에게 진단받은 만성질환을 

확인하여 만성질환 유무와 앓고 있는 만성질환 수를 변수로 

이용하였다. 

3. 자료수집 

본 연구는 기관 생명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IRB No: JJNU-IRB No. 2021-039)을 받은 후 

연구자가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J 지역 

간호사 13인을 조사원으로 모집하여 본 연구목적과 연구내용

을 설명한 후 문항별 자료수집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조사지침 안내서를 제공하여 표준화된 지침을 바탕으로 자료

수집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 관한 설명을 듣고, 연

구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조사하였으며, 조사원이 직접 

설문문항을 읽어주고 답변을 기술하였다. 

대상자가 복용하는 약물사용은 지난 1년간 정기적으로 사

용하는 약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처방전과 약품 실물 정보

를 토대로 ‘의약품 검색’ 앱(application), 일 대학병원 약사의 

의견을 토대로 약품명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1년 동안 대

상자들이 복용하고 있는 약물의 처방전을 확인하였다. 처방전

과 약물을 대조하여 약품명과 투약방법을 조사지에 기입하였

다. 처방전이 없는 경우, 약품 식별 인자(모양, 색상, 식별문자, 

제형, 분할선 등)를 바탕으로 ‘의약품검색’ 앱을 이용하여 약

품명을 확인하였다. 앱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약품 식

별인자를 별지의 조사지에 기입하고 사진을 찍어 해당 내용을 

전송받도록 하였다. 약물의 사진 정보들은 연구자가 KPIC 사

이트에 약물을 검색하여 1차로 확인하였고, 2차로 J병원 약제

과에 의뢰하여 약물종류를 확인받았다. 조사한 약품은 연구자

가 약학정보원의 약품 분류에서 주요 해부학적 질환에 의한 

대분류, 치료학적 분류에 의한 중분류로 약품 종류의 정보를 

확인하였고, 치료학적 분류에 따른 사용약물 종류의 수를 입

력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2019년 4월 23일부터 5월 20일까지 수집하

였으며, 조사를 마친 대상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고, 

응답한 설문지는 비 유지를 위해 봉투에 담아 회수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

으로 기술통계와 x2 test, one way ANOVA, t-test,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p<.05

로 하였다. 회귀분석 시 일반적 특성 및 약물사용에 따른 낙상

경험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변수들을 제외

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지역사회 노인의 일반

적 특성과 약물사용이 낙상경험 위험정도에 미치는 요인을 확

인하기 위해 우도비 통계량의 확률을 기초로 가장 유의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변수부터 순차적으로 삽입하여 변수의 제거 

검정을 수행하는 후진제거 방법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연 구 결 과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약물사용실태와 낙상경험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74.73세이고, 65~69세가 35.1%로 많

았고, 80세 이상이 29.8%, 70~74세가 19.6%, 75~79세가 15.4%

로 나타났으며, 이중 여성이 75.8%, 남성이 24.2%였다. 교육

수준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거나 학력 없음이 33.3%, 고

졸 21.4%, 초졸 20.4%, 중졸 14.7%, 대졸 10.2% 순이었다. 대

상자들의 83.9%가 만성적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

였으며, 2개 이상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24.2%로 가장 

많았고, 1개 23.9%, 3개 18.6%, 4개 17.2% 순이었다. 

조사 대상자 중 약물을 사용하는 노인은 81.4%였고, 약물 사

용자의 평균 연령은 76.18세로 나타났다. 연령별 약물사용 실

태를 살펴보면, 65~69세는 61.0%, 70~74세는 87.5%, 75~79세

는 88.4%, 80세 이상에서 98.8%가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65~69세의 약물사용 종류의 개수는 2.01개, 

80세 이상에서는 4.52개로 연령이 높을수록 약물사용 비율이 

높고 종류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비교에서는 여

성이 남성보다 약물사용이 유의하게 높았지만, 약물 종류의 

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

른 약물사용은 초등학교 이하 학력인 경우 95.8%로 약물사용 

비율이 높았으며, 약물종류의 수도 평균 4.40개로 많이 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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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by Medication and Fall Experience to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285)

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

Medication No. of medication Fall experience

Yes No  x2 or t 
(p) M±SD

 F or t 
(p)

Yes No  x2 or t 
(p)n (%) n (%) n (%) n (%) n (%)

Total 285 (100.0) 232 (81.4) 53 (18.6) 3.25±3.00 146 (51.2) 139 (48.8)

Age (year) 65~69
70~74
75~79
≥80

100 (35.1)
 56 (19.6)
 44 (15.4)
 85 (29.8)

 61 (61.0)
 49 (87.5)
 38 (88.4)
 84 (98.8)

39 (39.0)
 7 (12.5)
 6 (13.6)
 1 (1.2)

46.63
(＜.001)

2.01±2.56
3.09±2.54
3.84±3.36
4.52±2.99

12.84
(＜.001)

 36 (36.0)
 31 (55.4)
 26 (59.1)
 53 (62.4)

 64 (64.0)
 25 (44.6)
 18 (40.9)
 32 (37.6)

14.96
(.002)

M±SD 74.7±8.0 76.2±7.9 68.4±4.7 -9.40
(＜.001)

76.2±7.6 73.2±8.3 -3.21
(.001)

Gender Male
Female

 69 (24.2)
216 (75.8)

 50 (72.5)
182 (84.3)

19 (27.5)
34 (15.7)

4.81
(.028)

3.06±3.19
3.31±2.94

-0.62
(.536)

 36 (52.2)
110 (50.9)

 33 (47.8)
106 (49.1)

0.03 
(.857)

Education ＜Elem. school
Elem.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95 (33.3)
 58 (20.4)
 42 (14.7)
 61 (21.4)
 29 (10.2)

 91 (95.8)
 52 (89.7)
 32 (76.2)
 39 (63.9)
 18 (62.1)

 4 (4.2)
 6 (10.3)
10 (23.8)
22 (36.1)
11 (37.9)

35.81
(＜.001)

4.40±3.03
3.71±2.87
2.24±2.21
2.31±2.89
2.03±2.90

8.55
(＜.001)

 55 (57.9)
 36 (62.1)
 21 (50.0)
 20 (32.8)
 14 (48.3)

 40 (42.1)
 22 (37.9)
 21 (50.0)
 41 (67.2)
 15 (51.7)

12.85
(.012)

Chronic disease Yes
No

239 (83.9)
 46 (16.1)

228 (95.4)
  4 (8.7)

11 (4.6)
42 (91.3)

191.56
(＜.001)

3.85±2.90
0.17±0.68

17.26
(＜.001)

137 (57.3)
  9 (19.6)

102 (42.7)
 37 (80.4)

22.01
(＜.001)

Number of 
chronic 
disease

0
1
2
3
≥4

 46 (16.1)
 68 (23.9)
 69 (24.2)
 53 (18.6)
 49 (17.2)

  3 (6.5)
 60 (88.2)
 67 (97.1)
 53 (100.0)
 49 (100.0)

43 (93.5)
 8 (11.8)
 2 (2.9)
 0 (0.0)
 0 (0.0)

207.02
(＜.001)

0.09±0.35
2.15±2.15
3.38±2.09
4.64±2.98
6.08±3.01

123.55
(＜.001)

  9 (19.6)
 28 (41.2) 
 43 (62.3)
 31 (58.5)
 35 (71.4)

 37 (80.4)
 40 (58.8)
 26 (37.7)
 22 (41.5)
 14 (28.6)

33.73
(＜.001)

M±SD 2.07±1.56 2.37±1.12 0.23±0.51 -21.16
(＜.001)

2.38±1.22 1.54±1.31 -5.59
(＜.001)

Elem.=Elementary school.

하고 있었다. 앓고 있는 만성질환 수에 따라 약물사용과 약물

종류의 수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만성질환 수가 1개인 경

우 88.2%, 2개인 경우 97.1%, 3개 이상인 경우 100% 약물사용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물종류의 수도 4개 이상 만성질

환을 앓는 경우 6.08개로 증가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낙상경험률의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 

교육수준, 만성질환 여부, 만성질환 수에 따라 낙상경험률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낙상경험률이 유의하

게 높았으며, 80세 이상의 낙상경험률이 6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른 낙상경험률은 초등학교 졸업자의 

낙상경험률은 62.1%, 중학교 졸업의 경우 50.0%, 고등학교 졸

업 32.8%, 대학교 졸업은 48.3%가 낙상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

하였다. 앓고 있는 만성질환 수가 4개 이상인 경우는 71.4%, 3

개인 경우 58.5%, 2개인 경우 62.3%, 1개인 경우 41.2%가 낙

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2. 약물사용에 따른 낙상경험

조사 대상자 중 약물사용을 하는 노인은 58.6%가 낙상을 경

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노인은 

18.9%만이 낙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약물사용 여부에 따

라 낙상경험률에 큰 차이를 보였다. 일일 복용 약물 종류의 수

가 5개 이상인 경우 72.0%로 낙상경험률이 상당히 높았고, 복

용 약물종류의 수가 3~4개인 경우는 54.0%, 1~2개인 경우는 

49.4%가 낙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약물종류에 따른 낙상경험률을 살펴보면, 순환기계질환 약

물 중 고혈압치료제 사용자의 61.0%, 고지혈증치료제 사용자

의 66.0%가 낙상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약물을 복

용하지 않는 노인에 비해 낙상경험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소화

기계질환의 약물 중 소화성궤양치료제를 복용하는 노인의 낙

상경험률은 65.0%였으며, 이들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경우보

다 낙상경험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혈액 및 조혈기관질환에서

는 항응고제 약물을 복용하는 집단에서 낙상경험률이 65.8%

로 높게 나타났다. 호르몬 및 대사 관련 질환 약물로 분류되는 

당뇨병치료제와 부신피질호르몬제, 골다공증치료제를 복용

하는 대상자는 각각 14.7%, 5.6%, 3.2%로 이들 약물을 복용하

는 노인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이들 약물을 복용하는 노인의 

낙상경험률은 모두 60%를 상회하여 낙상경험률이 높은 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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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s by Fall Experience to Medication Class (N=285)

Variables
Total 

Fall experience

 x2 pYes No

n (%) n (%) n (%)

Medication Yes
No

232
53

(81.4)
(18.6)

136
10

(58.6)
(18.9)

96
43

(41.4)
(81.1)

27.29 ＜.001

Number of medications class/day 0
1~2
3~4
≥5

53
87
63
82

(18.6)
(30.5)
(22.1)
(28.8)

10
43
34
59

(18.9)
(49.4)
(54.0)
(72.0)

43
44
29
23

(81.1)
(50.6)
(46.0)
(28.0)

36.61 ＜.001

Cardiovascular disease
 Antihypertensive drugs 
 Antihyperlipidemic drugs 
 Diuretics 
 Drugs for heart failure 
 Antianginal durgs 

146
 94
24 
15 
13 

(51.2)
(33.0)
(8.4)
(5.3)
(4.6)

89
62
12
8

10

(61.0)
(66.0)
(50.0)
(53.3)
(76.9)

57
32
12
7
3

(39.0)
(34.0)
(50.0)
(46.7)
(23.1)

11.35
12.18 
 0.02
 0.03
 3.60

.001
＜.001

.900

.867

.058

Gastrointestinal tract system disorders
 Antiulcer drugs 
 Gastro-intestinal tract regulators 

 80 
22 

(28.1)
(7.7)

52
13

(65.0)
(59.1)

28
9

(35.0)
(40.9)

 8.44
 0.59

.004

.442

Blood & hematopoietic related disease
 Anticoagulants  79 (27.7) 52 (65.8) 27 (34.2)  9.32 .002

Hormone & metabolism related diseases
 Drugs for diabetes mellitus 
 Adrenal cortical hormones 
 Drugs for osteoporosis 

42
16
9

(14.7)
(5.6)
(3.2)

26
7

11

(61.9)
(70.8)
(68.8)

16
2
5

(38.1)
(22.2)
(31.3)

 2.25
 2.62
 2.08

.134

.105

.149

Musculoskeletal disorders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agents 
 Muscle relaxants 
 Other rheumatoid arthritis & osteoarthritis 

treatment 

44
9
5

(15.4)
(3.2)
(1.8)

33
7
2

(75.0)
(77.8)
(40.0)

11
2
3

(25.0)
(22.2)
(60.0)

11.77
 2.62
 0.23

.001

.105

.629

Mental & behavior disorders
 Brain function agent 
 Antianxiety agents 
 Antidepressants 
 Sedative and hypnotics 
 Antipsychotics 

21
16
14
11
3

(7.4)
(5.6)
(4.9)
(3.9)
(1.1)

16
13
12
10
3

(76.2)
(81.3)
(85.7)
(90.9)
(100.0)

5
3
3
1
0

(23.8)
(18.8)
(14.3)
(9.1)
(0.0)

 5.66
 6.12
 7.01
 7.21
 2.89

.017

.013

.008

.007

.089

Pain diseases
 Non-narcotic analgesics 
 Narcotic analgesics 

33
11

(11.6)
(3.9)

23
10

(69.7)
(90.9)

10
1

(30.3)
(9.1)

 5.10
 7.21

.024

.007

Nervous system diseases
 Anticonvulsants 
 Antiparkinsonism drugs 

10
5

(3.5)
(1.8)

8
3

(80.0)
(60.0)

2
2

(20.0)
(40.0)

 3.43
 0.16

.064

.692

Diseases of the genito-urinary system
 Urologicals 13 (4.6) 9 (69.2) 4 (30.8)  1.77 .184

Allergic diseases
 Antihistamines 10 (3.5) 9 (90.0) 1 (10.0)  6.24 .013

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질환에 복용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

염진통제를 복용하는 사람은 15.4%였고, 이들 중 75%가 낙상

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 및 행동장애에 사용되는 약물 

중 낙상경험률이 높은 종류로는, 최면진정제(수면제) 90.9%, 

항우울제 85.7%, 항불안제 81.3%, 뇌기능개선제 76.2% 순으로 

나타났고, 이들 약물사용은 낙상경험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

관성을 보였다. 통증에 사용되는 마약성진통제를 복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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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the Factor Affecting Fall Experience

Variables B Wald OR
95% CI

 p
Lower Upper

Antihyperlipidemic drugs 0.58 4.00  1.79 1.01  3.16 .046

Anticoagulants 0.52 2.86  1.67 0.92  3.04 .091

Antihistamines 2.08 3.40  8.00 0.88 72.78 .065

Sedative and hypnotics 2.40 4.75 11.06 1.27 96.70 .029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agents 1.01 6.62  2.74 1.27  5.89 .010

Narcotic analgesics 2.15 3.91  8.56 1.02 71.88 .048

Chronic disease 1.11 6.42  3.04 1.29  7.17 .011

Model test: x2=58.34, p＜.001, -2Log Likelihood=336.58, 
Cox and Snell R2=0.19, Nagelkerke R2=0.25, Accuracy=68.8%

CI=Confidence interval; OR=Odds ratio.

는 집단에서 90.9%, 비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는 집단에

서는 69.7%가 낙상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항히스타민

제 약물사용 집단에서는 90%가 낙상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

다. 항경련제, 항파킨슨제, 배뇨장애치료제의 약물사용은 낙

상경험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3. 약물사용 특성이 낙상경험에 미치는 영향

약물사용에 따른 낙상 위험도를 분석하기 위해 일반적 특

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령, 교육수준, 만성질환 여부, 

만성질환 수, 약물사용 여부, 일일 복용약물 종류의 수를 독립

변수로 포함하였다. 또한 약물종류에 따른 낙상경험률 분석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를 보였던 고혈압치료제, 고지혈증

치료제, 소화성궤양치료제, 항응고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뇌기능개선제, 항불안제, 항우울제, 최면진정제(수면

제), 마약성 진통제, 비마약성 진통제, 항히스타민제를 독립변

수로 추가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도비 통계

량의 확률을 기초로 종속변수에 가장 유의하지 않다고 판단되

는 변수부터 순차적으로 삽입하여 변수의 제거 검정을 수행하

는 후진형 변수선택법을 이용하였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

로 포함시킨 변수를 투입하여 모형을 구축하고, 2단계부터 제

거된 변수로는 소화성궤양치료제, 3단계에서는 만성질환 수, 

4단계에서는 교육수준, 5단계 약물사용 여부, 6단계 뇌기능개

선제, 7단계 비마약성 진통제, 8단계 약물종류의 수, 9단계 항

불안제, 10단계 고혈압치료제, 11단계 연령, 12단계 항우울제

가 제거된 변수로 나타났다. 

본 회귀모형은 노인의 약물사용이 낙상경험에 미치는 영향요

인을 예측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x2=58.34, p<.001), 설

명력은 Nagelkerke 결정계수에 의해 24.7%로 나타났다. 전체 

분류 정확도는 68.8%, 모형의 적합성은 Hosmer 및 Lemeshow 

검정 결과 이 모형의 관측값과 예측값에 차이가 없다는 가설이 

기각되지 않아(x2=1.65, p=.949)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 고지혈증치료제, 최면진정제(수면제), 비스테로

이드성 소염진통제, 마약성진통제, 만성질환 여부가 낙상경

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Table 3).

낙상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하나씩 살펴보면, 고지

혈증치료제 복용은 낙상경험 위험을 1.79배 높였고(95% CI= 

1.01~3.16, p=.046), 최면진정제(수면제) 복용은 낙상경험 위

험을 11.06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95% CI=1.27~96.07, 

p=.029).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복용은 낙상경험 위험을 

2.74배 높였고(95% CI=1.23~5.73, p=.013), 마약성진통제 복용

은 낙상경험 위험을 8.56배 증가시켰으며(95% CI=1.02~71.88, 

p=.048),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낙상경험 위험을 3.04배 높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95% CI=1.29~7.17, p=.011)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노인들의 인구사회학적 ․ 질병 관

련한 일반적 특성과 약물사용에 따른 낙상경험을 비교해보고, 

낙상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살펴보았다.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고지혈증치료제, 최면진정제(수면

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마약성진통제,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낙상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면진정제(수면제) 약물사용은 영향요인 중에서도 11.06배 낙

상 위험성이 가장 높았다.

고지혈증치료제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낙상 위험을 증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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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약물사용이 낙상경험에 미치는 영향

키는 약물로 보고되지 않았으나[1,2,4-8], 본 연구에서는 고지

혈증치료제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낙상

을 경험할 위험이 1.79배 높았다.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치

료제 부작용으로 근육통증과 경직, 근무력감, 근육 쇠약을 야

기하는 횡문근융해증이 제시되었는데[15], 이로 인해 낙상 위

험이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중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사례대조연구를 수행한 Wang 

등[16]의 연구에서 스타틴 사용과 낙상 관련 입원사이의 연관

성을 보고한 바 있다. 사례군과 대조군을 연령, 입원날짜, 성별

에 따라 1:1로 일치시킨 후 다약제, 낙상 병력, 고혈압, 치매, 동

반질환, 낙상위험약물을 보정한 회귀분석(Adjusted odds 

ratio) 결과, 스타틴 사용의 경우 2.24배(95% CI=1.56~3.23), 

심바스타틴 2.26배(95% CI=1.22~4.20), 아토르바스타틴 사

용의 경우 2.08배(95% CI=1.33~3.24) 낙상 관련 입원의 위험

성을 보였다[16]. 한편, 입원한 아시아 노인 환자에서 낙상과 

고위험 약물사용의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에서 낙상한 노인의 

16.4%가 지질조절약물을 복용하고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독립변수로 포함시켜 회귀분석한 결과에서

는 낙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지 않았다[17]. 최근 

코호트 연구에서도 스타틴 사용과 낙상 관련 입원 사이의 유

의하지 않은 연관성이 보고되어 고지혈증제를 복용하는 경우

의 반복적인 추적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18].

본 연구에서 약물종류 중 최면진정제(수면제)의 약물사용

은 낙상경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나타났

다. Mambo 등[19]의 연구에서 최면진정제(수면제)를 사용하

는 환자와 사용하지 않는 환자의 코호트 연구에서 최면진정제 

사용, 성별, 연령, 낙상사고 경험, 약물사용의 수, 동반질환, 골

관절염을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 최면진정제(수면제)를 사용

한 노인 환자에게서 낙상 위험이 2.41배(95% CI=1.12~5.17, 

p=.023)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

였다.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에서도, 최면진정제(수면제) 사용

은 낙상 위험성을 1.42배(95% CI=1.22~1.65) 높이는 약물로 

나타났다[4]. 이러한 약물은 흔한 부작용으로 혼란, 어지러움, 

주간 졸림 등의 부작용을 일으켜 낙상위험을 초래하는 약물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1,2,4,7,8]. 

노인에게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사용에 대한 기초 지침

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Beers Criteria에서 최면진정제

(수면제)의 일종인 모든 벤조다이아제핀계열 및 무벤조다이

아제핀계열이 섬망, 낙상, 골절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로 분류

되고, 낙상 및 골절 과거력이 있는 노인에게서 운동실조, 추가 

낙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피해야 할 약물로 강하게 권고하고 

있다[8]. 본 연구에서도 최면진정제(수면제)는 11.06배 낙상 

위험성을 높이는 약물로 나타났고, 선행연구에서도 낙상위험

을 높인다고 보고된 바[1,2,4,7,8], 노인에게 이러한 약물을 처

방할 경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낙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전 약물 부작용 및 예방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관련 부작용을 주기적으로 사정해야 할 것이다. 

근골격계 질환에 약물사용 빈도가 높은 비스테로이드성 소

염진통제의 약물도 이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노인에 비해 2.74

배 낙상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선행연구[1,2,4-8]와

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Seppala 등[5]의 체계적 문헌고찰 연

구에서 비스테로이스성 소염진통제는 연구에 따라 오즈비가 

1.02 (95% CI=0.78~1.33)~1.31 (95% CI=0.78~1.33, I2=85%)

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Zia 등[7]은 지역사회 거

주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대조비교연구에서 단변량 분석

결과 5.9배(95% CI=1.7~20.2) 낙상 위험성이 높아졌고, 연령 ․ 
성별 ․ 체질량지수 ․ 동반질환을 보정한 결과에서는 6.2배(95% 

CI=1.7~22.1) 낙상 발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스테

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사용은 혼란, 현기증, 어지러움, 졸음 및 

시각장애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약물 사용자의 낙상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되었다[10,20]. 

마약성 진통제는 암 환자들에게 있어 통증을 조절해주는 

장점도 있지만 약물 부작용인 어지럼증과 졸림 현상으로 낙상 

위험을 증가시키는 데[21], 본 연구에서는 마약성 진통제 약물

사용 노인에게서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8.56배 낙상 위험성

이 높아진 반면, 선행연구에서는 보정 시 오즈비가 1.60 (95% 

CI=0.61~2.88), 지역사회 인구 집단에서는 오즈비가 1.32

(95% CI=0.96~1.23)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 상이한 결과

를 보였다[5]. 

만성질환도 낙상경험 위험을 3.04배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2015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기반으로 한국노인의 만성질

환과 낙상경험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에서도 앓고 있는 만

성질환 보유개수가 많을수록 낙상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22]. 65세 이상 지역사회에 거

주하는 캐나다 노인의 만성질환과 낙상과의 연관성을 살펴본 

인구 기반 연구[23]에서 만성질환이 1개일 때 1.3배(p=.003), 

6개 이상에서는 2.7배(p=.003)까지 낙상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내연구[14]에서도 만성질환을 3개 이상 

가진 노인의 경우 만성질환이 없는 노인에 비해 1.44배(95% 

CI=1.05~1.97) 높은 낙상 발생률을 보였다.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해 나쁘다고 생각하게 되어 자신감 

결여와,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게 되어 낙상 발생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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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22]. 2020년 우리나라 노인실

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54.9%가 2개 이상의 질환을 갖고 있

으며, 27.8%는 3개 이상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등, 대다수 노

인이 복합 만성질환을 앓고 있음을 알 수 있다[3]. 연령이 많을

수록 복합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비율도 높으므로, 고령 노인 

및 복합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낙상 위험 평가와 낙상 예

방 프로그램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60%의 노

인에게서 2개 이상의 복합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28.8%

가 다약제 약물을 복용 중이고, 여러 가지 약물이 낙상과 관련

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를 낙상예방 중재에 반영

할 필요가 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낙상경

험률 비교에서 낙상경험률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약물로는 

고혈압치료제, 소화성궤양치료제, 항응고제, 비마약성진통

제, 항히스타민제가 있었다. 

고혈압 치료약물을 사용하는 경우 낙상경험률은 본 연구에

서는 61.0%로 유의하게 높았는데, 약물 부작용으로 눕거나 앉

은 자세에서 일어날 때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어지러움을 느끼

는 기립성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다[6,15]. 따라서 고혈압치료

제는 낙상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1,2,6,7]. 

본 연구에서 소화성궤양치료제가 낙상 관련 약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낙상 위험 증가 약물로 분석된 선행연구

[1-2,4-8]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결과였다. 노인들은 많은 약

물사용으로 인해 속쓰림 증상을 호소하여 다른 약물과 함께 

소화성궤양치료제를 함께 병용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단

독적인 약물사용이 전혀 없었다. 본 연구에서 소화성궤양치료

제의 일종인 H2 수용체 길항제의 경우 신장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고령자에게 신중히 투여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15]. 이는 다른 약물들의 대사에 영향을 미쳐 약물의 혈

중 농도 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사용 시 혈소판 

감소증도 초래할 수 있으며, 노인에서 섬망이 있는 경우 더 증

가시킬 수 있다고 주의가 필요한 약물로 보고되었다[15,24]. 

소화성궤양치료제의 일종인 proton-pump inhibitor (PPI)의 

약물사용도 있었는데, Zia 등[7]의 연구에서는 PPI 약물사용

이 3.2배(95% CI=1.1~9.9) 낙상 위험을 높이는 결과가 나타났

으나,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Seppala 등[5]의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에서는 2개의 문헌

에서 낙상과의 연관성을 언급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낙상 위험 

증가 약물로 빈번하게 보고된 약물은 아니지만, 본 연구에서 

낙상위험과의 관련성이 보고되었는 바, 소화성궤양치료제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소화성궤양

치료제가 직접적인 낙상 위험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처방된 다른 약물의 영향일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소화

성궤양치료제와 낙상위험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소화성궤양

치료제 단독 약물의 효과인지, 병용하는 다른 약물의 효과로 

인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추후 보다 심층적인 연

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치료학적 분류인 항응고제 약물 중 대상자가 

항혈소판제 약물을 사용하고 있었고, 낙상 위험을 높이는 약

물로 나타났다. Mamun 과 Lim의 사례연구[17]에서 낙상한 

노인의 15.9%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고 있었고, 다변량 분석 

결과 낙상자들에게서 항혈소판제를 복용할 가능성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Shahriar 등[25]의 연구에서는 항응

고제 약물사용으로 인한 낙상 결과 주요 출혈, 두 개내 출혈, 

중환자실 입원, 출혈 관련 사망을 보였다. 이 약물은 간 대사의 

속도가 느려지게 되어 약물 효과시간이 연장되고, 위장 출혈

의 위험이 증가하여 노인에게 주의를 요하고 있는 약물이다

[8,15].

비마약성진통제 사용의 경우에서도 낙상경험률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비마약성진통제의 일종인 Tramadol

의 경우 의존성이 낮아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으며 만성통증 

치료에 많이 사용되는 진통제이다. 그러나 낙상과 관련된 주

요 이상사례로 어지럼증, 기립성저혈압 등이 보고되고 있으

며, 7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투여 시 약의 배설이 지연될 수 있

어 용량 조절 시 마약성 진통제의 약물 이상사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15]. 2008~2010년까지의 193명

의 환자에서 발생한 214건의 낙상 사건을 조사한 후향적 연구

에서, Tramadol 사용은 반복적인 낙상 위험성이 3.10배(95% 

CI=1.59~6.07)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6].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하는 경우에서도 낙상경험률이 유의

하게 높았다. 선행연구에서도 항히스타민제가 낙상 위험 약물

로 보고되었고[1,2,5], Lee [10]의 연구에서는 낙상 위험과 관

련된 최종 약물로 항히스타민제가 나타났으며 5.80배(95% 

CI=1.67~20.18) 낙상 위험성이 증가되었다. 이는 항히스타민

제가 수면을 유발하는 부작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감기 등의 치료에 흔하게 사용되

는 약물로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으로도 구입이 가능하다. 해

당 약물에 낙상 위험성을 알리고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10,21]. 그러므로 노인에게 항히스타민제를 처

방하고 판매할 경우에는 처방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고, 낙상

위험을 교육시키는 게 중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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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일 복용하는 약물종류의 수가 많을수록 낙상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 사람이 여러 약물을 복용하는 것을 

다약제 약물사용(Polypharmacy)으로 정의하는데, 일일 복

용하는 약물의 수가 5개 이상을 의미한다[27,28]. 이러한 다약

제 약물사용은 낙상경험을 높이는 위험 요인으로 선행연구와

도 일치하였다[5,7,12,13]. 더 큰 문제는 다약제 약물을 복용한 

경우의 입원 및 사망 위험도이다. Ekstam과 Elmståh [29] 연

구의 경우 고관절 골절 환자의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활용한 Jang 등[30]의 

연구에서도 입원 위험을 18%, 사망의 위험을 25% 더 증가시

켜 나이, 성별, 거주 지역, 동반상병을 보정하여도 처방약물이 

많을수록 입원 및 사망의 위험이 높아지는 선형적인 연관관계

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약물사용에 대한 자료수집 시에 처방전 누락 

등 대상자들의 약물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대

상자들도 어떤 질환으로 인해 약물을 복용하는지 정도만 알고 

있고 약물의 부작용, 낙상 위험을 증가시키는 약물 등에 대한 

정보는 전혀 알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은 여러 곳의 병 ․ 의원을 다니는 경우가 흔하므로, 

앓고 있는 질환과 함께 여러 종류의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다

른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처방전을 꼭 가지고 가서 의사에게 

보여주고, 낙상위험에 대한 염려를 호소하여 의사가 약물 처

방 시 낙상 위험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처방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처방된 약에 낙상위험을 증가시

키는 약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질문하도록 하여 이에 대한 안

내를 받는 등 약물로 인한 낙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을 기울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연구방법론 측면에서 직접 방문조사를 통해 처

방전과 실제 복용하는 약물의 실물을 바탕으로 비교적 정확하

게 지역사회 노인들의 약물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가 보고식 약물 실태조사는 약물의 종

류 수나 개수 등을 파악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연구

는 약물의 종류를 포함하여 노인 약물사용 실태를 파악하였다

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국내 

일개 지역의 지역사회 노인을 편의 추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

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를 요한다. 또한 설

문지를 작성함에 있어 조사자 간 신뢰도 검증을 하지 못한 점

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낙상경험에 유의한 차이

가 없는 약물들 중에는 해당 약물을 복용하는 노인 수가 매우 

적어 검정력이 낮아서 발생한 오류일 수 있으므로 이들 약물

과 낙상 위험에 대해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지역사회 노인의 낙상실태와 약물사용 실태를 

사정하고, 이들이 낙상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고

지혈증치료제, 최면진정제(수면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

통제, 마약성진통제,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낙상경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치료제, 소화성궤양치료제, 

항응고제, 비마약성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은 낙상경험률 

비교에서 이들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낙상경험률

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성질환과 다약제 

복용도 낙상경험과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와 더불어 만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흔

히 처방되는 다중약물요법이 노인에게는 낙상 발생 위험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노인에게서 약물사용은 제한적이어야 하고 

일반 성인보다도 세심한 주의와 평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노인들이 약물사용과 다약제 약물요법 등이 낙상 위험

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인식개선이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되

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보건교육이 필요하다. 노인에게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은 노인의 약물 처방 리스트와 

약 용량을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으며, 투약관리에 대한 중재, 

낙상위험에 대한 교육 등으로 낙상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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