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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measure toe grip strength (TGS) and identify its related factors among older adults 
receiving services from home-visiting caregivers.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GS to develop fall prevention 
programs because the chance of falling at home increases among older adults. Methods: Data were gathered 
from 91 older adults enrolled in six home-visiting care centers located in C city. Six trained social workers at each 
center visited older adults’ homes and gathered data between March 29 and April 15, 2021.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GS by gender (t=2.15, p=.035), age (r=-.28, p=.006), education level (F=6.69, p<.001), 
living arrangement (F=6.13, p=.003), and diabetes mellitus (DM) (t=-2.50, p=.014). Levels of TGS were signifi-
cantly correlated with self-rated health status (r=.28, p=.08), satisfaction with daily life together (r=.28, p=.007), 
and number of falls (r=-.22, p=.035). TGS was influenced by being educated(high school and beyond) (β=.28, 
p=.004), living with a spouse only (β=.26, p=.009), having DM (β=.23, p=.015), and satisfaction with doing daily 
life together with caregivers (β=.21, p=.030). The regression model explained 25% of study participants’ TGS. 
Conclusion: TGS among Korean older adults receiving services from home-visiting caregivers was low. At-home 
fall prevention programs must develop for the older population. Home-visiting caregivers must take key roles to 
strengthen older adults’ TGS and prevent their f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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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21년 16.5%이며, 4년 후인 

2025년은 20.3%에 이르러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된다[1]. 이처럼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질병부담 10

대 만성질환[2]에 속하는 낙상이 중요한 노인의 건강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0년 기준 한국 노인의 지난 1년간 낙상 경

험률은 7.2%, 평균 낙상 횟수는 1.6회이며, 특히 낙상 후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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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율이 72.5%[3]로 높아 질병부담이 다른 연령대보다 크다. 

 노인 낙상의 위험 요인으로 연령과 성별[4,5] 교육수준[6], 

동거가족 유형[7]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과 복용약물[8], 신체적 균형능력[9] 등과 같은 건강 

관련 특성이 보고되었다. 노인이 낙상을 경험하게 되면 신체

적인 상해를 입는 것 이외에 심리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스스

로 신체활동을 제한하게 되고 이는 재낙상을 초래할 수 있다. 

재낙상은 특히 복합만성질환이 있거나 신체기능이 손상된 취

약한 노인에게 발생빈도가 높고[8], 낙상 빈도가 누적될수록 

사망위험률이 높아진다[10]. 따라서 노인의 낙상은 발생 전 

예방이 중요하며 노인의 보행 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

적이다. 

 노인 보행 시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발가락력(Toe Grip Strength, TGS)이다. 

노인의 낙상과 하지근력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하지근력 중 발가락력이 낙상 발생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보고

되었다[9,11,12]. 발가락 근육은 하지의 움직임 특히 발목의 

움직임을 지지하여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행속도 그리고 동적

균형(dynamic balance)과 자세균형(postural balance) 유지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13-15]. 그러나 국외 지역사회 거주 노

인의 약 35%에서 발가락력 감소가 확인되었고 특히 발가락력

은 85세 이후 급격이 저하됨이 보고되었다[15]. 일본에서는 발

가락력 측정기가 개발된 후 20대 이후부터 70대까지 연령대 

별 발가락력 기준값이 보고되었으며 그 결과 연령이 증가할수

록 발가락력이 감소하고 남성보다 여성의 발가락력이 낮은 것

을 확인하였다[16]. 국내에서는 노인정에서 모집한 노인의 발

가락력이 보고되었으며 이는 일본 노인의 기준값보다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13]. 

 한편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노인의 낙상 예방에 요양보호

사가 기여할 수 있는 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 노인이 가

장 빈번하게 낙상을 경험하는 곳은 노인의 ‘방’으로 낙상 장소

의 61.0%[17]를 차지하여 가정에서의 낙상 예방이 중요한 것

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보험서비스의 약 62.5%를 차지하는 

방문요양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노인의 집을 방문하여 서비

스를 제공한다.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보조 서비스 등이며, 특히 산책하기와 외출보조 등

의 일상생활함께하기는 노인이 외출 시 노인이 낙상하지 않고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동행하고 있어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노

인의 낙상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18]. 

 종합하면, 재가노인의 독립적인 보행과 낙상 예방을 위해 

노인의 발가락력 유지는 필수적이며,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

하는 노인의 경우 요양보호사의 돌봄 서비스를 통해 발가락력 

유지 및 개선과 낙상 예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

구는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재가노인의 발가락력을 측

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노인과 요양보호사가 집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발가락

력 강화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방문요양서비스 대상 노인의 발가락력

을 파악하고 이들의 발가락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

기 위함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질병 관련 특성, 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와 발가락력을 파악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 관련 특성에 따른 발가락력

의 차이를 파악한다.

 대상자 특성, 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와 발가락력의 상관

관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발가락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질병특성, 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와 발가락력

을 파악하고, 발가락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강원도 C시 소재 방문요양센터 중 요양

보호사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6개 센터에서 방문요

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재가노인을 편의 표본추출 하였

다. 연구대상자는 G*Power 3.1.9.2 (Universität Düsseldorf, 

Düsseldorf, Germany)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 시 유의수

준 .05, 검정력 .80, 효과크기 .20, 예측변수 9개를 기준으로 적

정 표본 수는 88명으로 산출되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장기

요양등급 1~4등급이며 방문요양서비스를 1년 이상 이용 중인 

65세 이상 노인이다. 탈락률 15%를 고려하여 총 100명을 대상

자로 선정하였고, 재활치료 중인 노인과 편마비나 와상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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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가락력 측정이 어려운 노인 9명을 제외한 91명을 최종 대

상자로 하였다. 

3. 연구도구

 발가락력 측정은 발가락력의 기준값을 제시한 선행 논문

[16]을 참조하여 발가락력 측정도구와 방법을 결정하였다. 변

수 선정은 발가락력과 낙상에 대한 문헌[7,8,10,11,14]에 근거

하여 연구진이 초안을 작성한 후 노인간호학 교수 1인과 체육

학과 교수 1인, 방문요양센터 두 곳의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각

각 1인 총 6인이 검토하여 최종 선정하였다. 그 결과 일반적 특

성과 질병 특성, 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와 발가락력을 포함하

였다.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동거유형, 

의료비 부담의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의료비 부담 정도는 부

담된다, 보통이다, 전혀 부담이 없다 3군으로 구분하였다. 

2) 질병 특성

 질병 관련 특성은 장기요양등급,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

환수와 복용약물수, 지난 1년간 낙상을 한 횟수, 최빈도 만성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보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

는 관절염 유무로 구성하였다. 이때 의사 진단 하에 약물을 복

용 중인 경우에만 고혈압과 당뇨병, 관절염이 있는 것으로 보

았다. 장기요양등급은 실무자 자문을 통해 1~4등급을 대상으

로 보행이 가능한 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모집 결

과 3등급 6명, 4등급 10명이 참여해 자료분석 시 3등급 이상으

로 묶어서 분석하였다. 

3) 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

 요양보호사 표준 서비스 중 실무자 자문을 거쳐 하지근력 

사용과 관련 있는 산책동행하기와 일상생활함께하기를 선정

하였다. 이 중 일상생활함께하기는 외출 시 동행하여 낙상을 

예방하고 안전귀가를 담당하는 서비스로 가까운 상점 방문부

터 병원가기 등을 포함한다. 산책동행하기와 일상생활함께하

기는 노인이 산책 및 외출 횟수나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로 평가

하였다. 관련 전문가와 실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이들 

서비스에 대한 노인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산책이나 외출 횟수

나 시간이 충분하다고 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만족도는 5점 리커트 척도(‘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점부터 

‘매우 만족한다’ 5점)로 평가하였다. 

4) 발가락력

 발가락력 측정은 발가락 지력기(TAKEI, Toe Grip dyna-

mometer, Takei, Japan)를 사용하였다(Figure 1). 이 기기는 

자동으로 발가락력 수치를 모니터 화면에 표시해주어 일반인

도 측정이 가능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발가락력이 높음을 의미

한다. 발가락력 측정 정확도는 ±2% Full Scale 이하로 적절하

다[15]. 측정방법은 의자 등받이에 허리와 골반을 착시킨 후 

90도 무릎각을 취하게 하여 Heel Stopper에 발꿈치를 고정시

킨다. 막대 부위(grip bar)에 엄지발가락부터 5개 발가락의 근

위지절관골(proximal phalanx)을 접촉시킨 후 발가락을 사

용하여 3초간 최대의 힘으로 굴곡 시키게 한다. 발가락력은 양

쪽 발을 각각 2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계산하였고 문헌에서 제

시한데로 축구공을 차는 발을 우성으로 판단하였다[15]. 연구

대상자 중 87명은 오른발이 우성, 4명은 왼발이 우성이었으나 

오른발과 왼발의 발가락력 상관정도가 r=.80으로 높아 양발 

발가락력의 평균을 발가락력으로 하여 분석하였다[11].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대상자의 윤리적인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주 연구

자가 속한 대학의 생명윤리위원회 연구승인(HIRB-2021-011)

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은 연구참여에 동의한 

노인의 집을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연구목적과 필요성을 설

명하고 서면동의를 취득한 후 발가락력을 측정하고 설문을 진

행하였다. 설문 도중이라도 언제든 참여를 취소할 수 있음을 알

Grip bar

Heel stopper

Figure 1. Toe grip force dynamometer.



16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임종국·이하영·Eriko, Shirokawa 등

렸고, 측정 후 발가락력 강화 운동을 할 수 있는 탄력밴드를 사

은품으로 제공하였다. 사회복지사 6명은 설문 시작 일주 전 연

구자의 체력측정실에서 기기 측정 방법과 설문지 작성에 대해 

교육을 받고 동일한 대상자 2인을 각각 측정하여 측정자간 일

치도를 확인하였다. 자료수집은 노인마다 약 20~30분 소요되

었으며, 수집기간은 2021년 3월 29일부터 4월 16일까지이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IBM Corp. Armonk, NY, 

United States)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

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 관련특성, 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와 발가락력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성별, 교육수준, 동거유형, 의료비 

부담)과 질병 관련 특성(장기요양등급,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유무)에 따른 발가락력의 차이는 변수에 따라 

t-test와 ANOVA로 분석하고 사후 검정은 Scheffé test

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질병특성과 발가락력 간의 상관관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 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와 발가락력 간의 

상관관계는 Spearman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발가락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

였다.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특성, 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 낙상 횟수와 

발가락력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자 29명

(33.3%), 여자 62명(66.7%)으로 여자 노인이 많았고, 연령은 

80대 50명(53.8%), 90대 이상 23명(24.7%), 70대 18명(21.5%) 

순이며, 평균 연령은 84.75±6.53세이다. 교육수준은 초등학

교 졸업이 34명(37.4%)으로 가장 많았고 무학 27명(29.7%), 고

등학교 졸업 이상 19명(20.8%), 중학교 졸업 11명(12.1%) 순이

었다. 동거유형은 독거와 노인부부는 각각 30명(33.0%), 자녀

와 동거는 31명(34.0%)으로 유사하게 분포하였다. 의료비 부

담은 보통이다 42명(46.0%), 전혀 부담 없다 27명(30.0%), 부

담된다 22명(24.0%)이다. 요양 등급은 2등급이 40명(44.1%)으

로 가장 많고, 1등급 35명(37.6%), 3~4등급 16명(17.6%) 순이

었다.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매우 나쁘다’ 0점에서 ‘매

우 좋다’ 10점 만점 중 평균 4.03±2.66점으로 평가하였다. 대상

자의 만성질환 개수는 평균 2.98±1.65개, 복용중인 약물 수는 

6.32±4.31개로 확인되었다. 지난 1년간 낙상한 횟수는 1.90± 

2.51회이고 54명(59.3%)이 1회 이상 낙상을 하였다. 만성질환

인 고혈압은 42명(47.3%), 당뇨병은 22명(24.7%), 관절염은 

10명(10.8%)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요양보호사의 돌봄 서비

스 중 산책동행하기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30±1.87점, 일상

생활함께하기 만족도는 2.47±2.20점으로 나타났다. 연구대

상자의 발가락력은 평균 3.29±2.65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질병 관련 특성에 따른 발가

락력의 차이

 대상자의 발가락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된 

변수는 성별(p=.035), 교육수준(p<.001), 동거유형(p=.003), 

당뇨유무(p=.014)로 나타났다. 먼저 남자 노인의 발가락력은 

4.15±2.92점으로 여성의 2.90±2.43점 보다 높았다. 교육수준

은 고등학교 이상이 5.17±2.90점으로 가장 높았고, 정규교육

을 받지 못한 무학인 노인이 1.98±1.14점으로 가장 낮았다. 동

거유형은 노인부부 가족이 발가락력 4.53±3.12점으로 가장 

높았고, 자녀와 동거 중인 노인의 발가락력이 2.31±2.30점으

로 가장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 유무는 당뇨병이 없는 

그룹 2.91±2.23점, 당뇨병이 있는 그룹 4.49±3.47점으로 당

뇨병이 있는 군의 발가락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014). 이외 의료비 부담(p=.089), 요양등급(p=.123), 고혈

압 유무(p=.184), 관절염 유무(p=.559)에 따른 발가락력의 차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able 1).

3. 대상자의 질병 관련특성, 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 

낙상횟수와 발가락력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 참여한 재가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노인의 발가

락력과 변수와의 상관관계는 Table 2와 같다. 먼저 노인의 발

가락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주관적 건강상태(r=.28, p=.008), 일상생활함께하기에 대한 

만족도(r=.28, p=.007)이다. 나이(r=-.28, p=.006)와 지난 1년

간 낙상횟수(r=-.22, p=.035)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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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and Their Differences/Correlation with Toe Grip Strength (N=91)

Variables Categories n (%) or M±SD TGS t or F or t (p)

General 
characteristics

Gender Male
Female

29 (33.3)
62 (66.7)

4.15±2.92
2.90±2.43

2.15 (.035)

Age 65~79
80~89
≥90

18 (21.5)
50 (53.8)
23 (24.7)

84.75±6.53

4.49±2.60a

3.95±2.89b

2.30±1.78c

-.28 (.006)

Education None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27 (29.7)
34 (37.4)
11 (12.1)
19 (20.8)

1.98±1.14a

3.53±3.02b

2.55±1.59c

5.17±2.90d

6.69 (＜.001)
d＞a

Living arrangement Alone
Spouse only
Children

30 (33.0)
30 (33.0)
31 (34.0)

3.07±1.98a

4.53±3.12b

2.31±2.30c

6.13 (.003)
b＞c

Health cost burden No
Fair
Yes

27 (30.0)
42 (46.0)
22 (24.0)

4.23±3.43a

2.81±2.24b

3.17±1.99c

2.48 (.089)
a＞b

Disease related 
characteristics 

LTC grade 1
2
3~4

35 (37.6)
40 (44.1)
16 (17.6)

2.66±2.55
3.91±3.07

2.15 (.123)

Self-rated health status  4.03±2.66

Number of chronic disease  2.98±1.65 .12 (.251)

Number of medication  6.32±4.31 -.06 (.578)

Number of fall  1.90±2.51 -.22 (.035)

Hypertension No
Yes

49 (52.7)
42 (47.3)

2.95±2.30
3.69±2.99

-1.33 (.184)

Diabetes mellitus No
Yes

69 (75.3)
22 (24.7)

2.91±2.23
4.49±3.47

-2.50 (.014)

Arthritis No
Yes

81 (89.2)
10 (10.8)

3.35±2.64
2.83±2.86

.59 (.559)

Satisfaction with 
LTC service

 Taking a walk  3.30±1.87 .09 (.425)

 Doing daily life together  2.47±2.20 .28 (.007)

TGS 3.29±2.65

TGS=Toe grip strength; LTC=Long-term care.

면 만성질환 수(r=.12, p=.251)와 복용약물 수(r=-.06, p=.578), 

산책동행하기 만족도(r=.09, p=.425)는 유의하지 않았다.

 

4. 대상자의 발가락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발가락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3

과 같다. 회귀분석을 위해 선정된 독립변수는 단변량 분석에

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성별, 교육수준, 동거유형, 당뇨병 유

무, 그리고 발가락력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연령, 건강

상태, 일상생활함께하기 만족도와 낙상횟수이다. 명목변수는 

더미변수로 처리하였고, 더미 변수의 기준값은 성별은 여자, 

교육수준은 무학, 동거유형은 가족과 동거, 당뇨병은 없다를 

기준으로 하였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2.074로 2에 근

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

가하였고,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모

두 10 미만(1.002~1.197)으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

하여 본 데이터는 회귀분석 실시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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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rrelation among Toe Grip Strength (N=91)

Variables
Age

Number 
of disease

Number of 
medication

Number of 
fall

Self-rated 
health status

Satisfaction 
with taking 

a walk

Satisfaction with 
doing daily life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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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GS -.28 (.006) .12 (.251) -.06 (.578) -.22 (.035) .28 (.008) .09 (.425) .28 (.007)

TGS=Toe grip strength.

Table 3. Factors Influencing Toe Grip Strength (N=91)

Variables B β t p

(Constant) 1.48 3.43 .001

Education (ref. ≥High school) 1.84 .28 2.97 .004

Living arrangement (ref. Spouse) only 1.44 .26 2.68 .009

Diabetes mellitus (ref. Yes) 1.42 .23 2.49 .015

Satisfaction with doing daily life together 0.25 .21 2.20 .030

R2=.292, Adj. R2=.258, F=8.75, p＜.001

Adj. R2=Adjusted R2; ref.=reference group.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8.75, p<.001), 

발가락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력(β=.28, p=.004), 동거

유형(β=.26, p=.009), 당뇨(β=.23, p=.015), 일상생활함께하

기 만족도(β=.21, p=.030)로 확인되었다. 모형의 설명력은 

25.8%로 나타났다.

논 의

 발가락력은 보행 중 균형과 보행속도를 유지하여 낙상 예

방과 낙상으로 인한 상해 발생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발가락력을 측정하고 관련 요인을 확

인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노인의 평균 연령은 84.8±6.5세

이며 이들의 발가락력은 평균 3.29±2.65점이다. 이 결과는 

국내 노인정에서 모집한 노인 75세 미만 5.3±3.0점과 75세 이

상 4.0±2.1점[13] 보다 낮은 수치이다. 노인정에 다니는 노인

은 인지기능 장애가 없고 독립적인 생활이 일정 부분 가능한 

반면, 본 연구대상자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으로 기능상

태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지역사회 거주 노인

을 대상으로 발가락력 기준값을 제시한 일본과 비교 시 70대 

남자는 10.4±3.3점, 여자는 7.3±3.6점으로 본 연구대상보다 

높았다. 또한 연령대가 유사한 일본 요양원 거주 노인의 발가

락력도 4.5±2.2점[19]으로 본 연구대상자보다 높았다. 이는 

한국과 일본 재가노인의 낙상경험과 낙상 관련 체력을 비교분

석한 결과 일본 노인의 낙상빈도가 낮고 낙상 관련 체력이 높

음을 보고한 선행연구[20]와 같은 맥락이다. 이에 대해 연구진

들은 초고령 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이 지역포괄센터 등을 

운영하며 재가노인을 위한 요양예방사업에 낙상예방을 포함

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해석하였다[20]. 국내에서도 

방문요양서비스에 낙상예방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제공되

도록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참여 노인의 일반적 특성 중 발가락력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교육수준과 동거유형이 확인되었다. 먼저 고등

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닌 노인 대상자의 발가락력은 평

균 5.17±2.73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무학의 경우 1.98±1.26

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학력이 낮을수록 낙상 경험이 많은 

통계 결과[6]와 고학력의 노인일수록 활동 범위가 넓고 질환

의 중요성에 대한 지식 습득이 용이하여 건강 수준이 높다[21]

는 선행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발가락력이 낙상을 예측하

는 요인임을 고려하여 추후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들도 쉽게 

습득할 수 있는 동작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

본 요양원 입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발가락력 

강화를 위해 발가락 스트레칭, 발가락으로 볼을 집거나 수건

을 바닥에 두고 발가락으로 잡아당기는 등의 효과적이며 간단

한 운동을 교육하고 각 동작을 그림으로 제공하여 쉽게 반복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운동 시간을 일상생활에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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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를 시청할 때, 잠자리에 들기 전, 기상 후 누운 자리에서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결과 발가락력이 개선되는 결과를 보고

하였다[19]. 국내에서도 노인의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발가

락력 강화 동작들의 도입과 이를 꾸준히 실천하도록 지지하는 

전략개발이 필요하다. 

 한국의 동거유형은 사회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하여 

최근에는 노인 단독가구가 증가하고 나아가 노인 단독가구를 

희망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독거노인과 노인 부부

로 구성된 노인 단독가구의 비율이 2008년 66.8%에서 2020년 

78.2%로 증가한 반면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비율은 감소하

였다[22]. 본 연구결과 노인 부부 가구 대상자의 발가락력이 가

장 높았고 독거노인보다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의 발가락력이 

낮았다. 특히 자녀와 사는 노인의 발가락력은 평균 2.31±2.30

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매우 낮았다. 이는 노인이 독립적인 생활

이 가능한 경우 자녀와 동거를 최대한 미룬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재가노인 돌봄서비스 제공자의 낙상 관련 대처경

험에 대한 연구결과 재가노인의 신체적 기능 저하와 인지능력 

변화 등을 관찰하고 낙상 발생 시 상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 

보고되었다[23]. 앞으로 노인과 노인의 가족, 돌봄 서비스 제

공자 등을 대상으로 낙상 예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안전

한 신체활동 독려 등의 교육 제공이 필요하다. 

 이외 일반적 특성 중 의료비 부담이 발가락력과 유의한 관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2020년 노인의 낙상경험 조사 

결과 노인의 경제 수준과 낙상빈도의 차이가 없는 것[6]과 같

은 맥락이다. 다만 장기요양등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

으나 2등급에 속한 노인이 3~4등급 보다 발가락력이 강한 경

향이 나타나 추후 다양한 등급의 많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후

속 연구가 필요하다. 

 학력수준과 동거유형 이외에 방문요양서비스 중 일상생활

함께하기 만족도가 노인의 발가락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자는 장기요양 1~2등급이 많아 외출 

시 가족과 요양보호사 등 돌봄 제공자들의 도움에 의존도가 

높을 수 있다. 동시에 보행 기능이 유지되어 외출이 가능한 노

인이 이 서비스에 만족도가 높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노인이 

일상생활에 가능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발가락력 수준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돌봄 제공자들이 이에 대

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안전한 보행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요양보호사의 경우 일상생활함께하기 업무는 

숙련이 필요한 직무로 구분된다[24]. 추후 노인이 일상생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당뇨병이 있는 노인의 발가락력이 당뇨병이 

없는 노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와 반대되는 결

과로 문헌에서는 당뇨병이 있는 노인의 경우 보폭이 좁고 근

력이 약하며 합병증으로 말초신경병증을 동반하는 경우 낙상 

위험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2]. 당뇨병이 있는 노

인의 발가락력이 오히려 높은 현상은 지역사회 노인 중 당뇨

병이 없는 노인이 있는 노인보다 탈수군에 속하는 경향을 보

고한 선행연구[25]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당뇨

병이 있는 노인은 식습관을 주기적으로 모니터하는 과정에서 

수분섭취가 유지된다는 것이었다. 같은 맥락으로 본 연구대상 

노인도 당뇨병 관리를 위해 상대적으로 신체활동 빈도를 높인 

결과 발가락력이 좋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단위의 후속 연

구가 필요할 것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결과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의 

낙상 예방을 위해 발가락력 강화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추후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발가락력 강화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체계적으로 전

달되어 재가노인의 기능 수준이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재가노인을 대상으

로 발가락력을 측정하고 영향 요인을 살펴본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것으로, 본 연구 참가자의 발가락력은 국내외 유사한 

연령대의 발가락력보다 낮았다. 특히 학력 수준이 낮고 자녀

와 동거하는 노인 대상자의 발가락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

났다. 반면 방문요양서비스 중 일상생활함께하기 만족도가 높

고, 당뇨병이 있는 노인의 경우 발가락력이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따라서 간호실무 측면에서 간호사는 재가노인이 일상

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발가락력 강화 동작을 개발 및 교육

하여 재가노인의 동작 균형 유지와 신체활동 실천율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간호 연구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노인

을 대상으로 발가락력 기준값이 제시되지 않아 이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노인의 연령과 중증도를 함께 고려한 

기준값이 제시되면 하지근력 강화 연구에 유용할 것이다. 노

인간호 교육 측면에서는 낙상 위험요인에 하지근력, 자세 균

형과 함께 발가락력의 중요성을 포함하여 노인간호 실무와 연

구에 지속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3~4등급 대상 노인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일상생활

에서 보행의 빈도를 직접 측정하지 못하고 일상생활함께하기 

만족도로 간접적으로 측정하였다. 앞으로 다양한 등급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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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포함하고 일반적 특성, 질병특성 이외에 영양 수준과 환

경적 특성 등 낙상위험 요인과 보행빈도를 수집하고 포괄적으

로 분석하는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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