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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노인의 독립적인 일상활

동은 건강한 삶의 중요한 지표이다. 반면, 일상활동을 피할 정

도의 낙상 두려움은 신체적 기능과 낙상 위험을 증가시킨다

[1,2]. 우리나라 지역사회 노인의 낙상두려움은 2014년 65세 

이상 노인 10,451명 중 78.8%가 평소 낙상에 한 두려움이 있

었으며, 매우 두려워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40.6%로 높게 보고

되었다[3]. 낙상 두려움은 주로 낙상 이후 나타나게 되며[4], 

2014년 우리나라 노인의 1년간 낙상발생률은 25.1%[3]로 낙

상과 낙상 두려움은 노년기의 주요 건강문제이다. 이와 더불

어 낙상 두려움은 낙상을 하지 않더라도 낙상과 관련한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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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혹은 인지 ․ 심리적 과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

한 낙상 두려움은 균형 자신감 및 수행에 영향을 미쳐 결국 낙

상을 일으키는 악순환이 발생한다[4]. 

낙상 두려움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의 흔한 문제[2,3]

이자 수정 가능한 요소[2]임을 고려할 때 의료인은 포괄적인 

건강관리의 한 요소로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낙상 두려움을 

사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낙상 두려움을 평가하기 위해 최초

로 개발되고 현재까지도 널리 사용되는 도구는 Tinetti 등[5]

이 개발한 Falls Efficacy Scale (FES) 이다. 이 도구는 총 10문

항으로 필수적이면서 위험하지 않은 일상활동을 수행하면서 

넘어지는 것이 두려워 조심하거나 피하는 정도를 10점 척도로 

측정한다. FES는 개발 당시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였으

며, 낙상 두려움을 평가하는데 적절한 도구로 확인되었다. 그

러나 FES는 가장 기본적인 일상활동에 한 낙상두려움을 평

가한 반면 다소 노력이 요구되는 활동 및 사회적 활동 등을 포

함하지 않고 있어 신체적 기능의 정도가 좀 더 높은 노인의 초

기 낙상 두려움을 명확히 판별하는데 제한이 있다[1].

낙상 두려움을 측정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는 또 다른 

도구는 Activities-Specific Balance Confidence Scale (ABC)

이다. Powell과 Myer에 의해 개발된[6] ABC는 집 안에서의 

활동 뿐 아니라 집 밖 외부활동의 다차원적인 문항구성으로 

신체적 기능상태가 중간 이상으로 높은 노인 활동에서의 균형 

자신감 측정에 유용한 도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Pre-

vention of Falls Network Europe (ProFaNE)팀[7]은 기본적

인 일상활동에 중점을 둔 FES와 높은 신체적 기능수준 평가에 

용이한 ABC를 통합하여 Falls Efficacy Scale-International 

(FES-I)을 개발하였다[8]. FES-I는 4점 척도, 1개 요인의 16개 

문항으로 기본적인 일상활동 및 사회적 활동 등 낙상우려가 

되는 다양한 상황에서 의료진 및 연구자에 의해 사용될 수 있

는 도구이다[1,8]. FES-I는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

으며[8], 문화적 맥락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여러 나라에서 번역 및 타당도가 입증되었다

[9]. FES-I는 또한 우리나라에서 Park 등[9]이 한국어로 번역

하여 보건소와 사회복지관을 방문한 노인 385명을 상으로 

신뢰도 및 타당도가 검증되었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적

용 가능한 도구임이 입증되었다. 

FES-I 개발에 이어 Kempen 등[1]은 연구자가 상자의 낙

상 두려움 정도를 선별 목적으로 평가할 경우 도구의 필수적

인 속성을 유지하면서 좀 더 실재적이고, 간결한 도구의 필요

성을 고려하였다. 이와 더불어 FES-I의 매우 높은 내적 일관성

(Cronbach’s ⍺=.96)과 문항의 중복성과의 관련성을 제시하

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단축형 FES-I를 개발하였다. 단축형 

FES-I 또한 개발 당시 높은 신뢰도 및 타당도와 함께 낙상 두려

움이 높거나 낮은 노인 모두에게 적절한 도구인 것으로 나타

나 노인의 낙상 두려움을 사정하는데 FES-I의 좋은 안으로 

제시된다[1]. 단축형 FES-I는 이후 말레이시아[10], 일본[11], 

이탈리아[12] 등에서 개발되었으며, 모두 타당성과 유용성이 

입증되었다. 최근 한 연구[13]에서 만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 751명을 상으로 FES-I와 단축형 FES-I를 활용하여 낙

상 두려움을 확인한 결과 FES-I와 단축형 FES-I와의 강한 상

관성을 보고하였다.

또한 노인의 허약 수준이 높을수록 단축형 FES-I의 점수가 

높았으며[13], 최근 한 연구[14]에서 지역사회 거주노인 493

명 중 낙상 두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허약 전 및 허약 노인은 각

각 75.4%, 94.1%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고령화

에 따라 허약 유병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14] 낙상 두려움

은 허약 노인 간호중재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되어진

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단축형 FES-I를 한국어로 번역하

여 허약노인을 포함한 지역사회 노인을 상으로 신뢰도와 타

당도를 검증한 연구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상으

로 단축형 FES-I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고 유용성을 입

증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단축형 FES-I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이를 

우리나라 지역사회 노인에게 적용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

증하는 것으로 첫째, FES-I 번역 프로토콜을 통해 영문 단축형 

FES-I를 한국어로 번역한다. 둘째, 한국어로 번역된 단축형 

FES-I에 해 전문가 내용 타당도를 검증한다. 셋째, 양적연구

방법을 통해 내용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를 지역사회 노인에게 

적용하여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한국어로 번역한 단축형 FES-I를 우리나라 지역

사회 노인에게 적용하여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2. 도구 번역 및 내용타당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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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구 번역

본 연구는 단축형 FES-I를 개발한 Prof. Kempen의 사용 승

인을 받았다. ProFaNE 팀[7]에 의해 제시된 10 단계 번역 프

로토콜을 기준으로 적용하였으며, 낙상 두려움 개념에 친숙하

고 한국어가 모국어인 연구자를 포함한 2인이 독립적으로 원

본 설문지를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첫 번째 합의 과정을 통해 

초안이 만들어지고, 2인의 번역가는 각각 지역사회에 거주하

고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한 노인 2명을 

임의로 선택해 초안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여 각 항목의 

명확성, 수정이 필요한 문항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였다. 두 번

째 합의과정을 통해 초안을 수정 및 보완한 후 모국어가 영어이

면서 한국어를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문번역가 1인이 다

시 영어로 역 번역(back translation)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합의 과정을 통해 역 번역된 설문지를 검토하고 원본 설문

지와 비교하여 역 번역된 문항들이 체로 원본의 의미를 유사

하게 잘 반영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가령, 6번 문항의 ‘Reaching 

for something above your head or on the ground’의 의미를 

한국어로 ‘머리 위 또는 바닥에 있는 물건에 손을 뻗기’로 표현

하였으며, ‘Reaching for an object above my head or on the 

floor’로 역 번역 되어 검토 과정에서 원 도구의 의미와 유사함

을 확인하였다. 한국어로 번역된 단축형 FES-I는 ‘한국어판 낙

상효능척도-국제형’으로 명명하였다. 

2) 내용타당도 검증

단축형 FES-I 7문항에 해 전문가 5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 받았다[15]. 전문가 5인은 간호학 교수 3인, 정형외과 고

관절 전공 교수 1인 및 정형외과 전임강사 1인으로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일부 문항의 내용이 수정 ․ 보완되었다. 예를 들어 

4번 ‘계단 오르기 또는 내려오기’와 6번 ‘경사로 오르기 또는 내

려가기’는 4번 ‘계단 오르내리기’, 6번 ‘경사로 오르내리기’로 

수정되었다. 7문항의 문항 수준 내용타당도 지수(Item-level 

Content Validity Index, I-CVI)는 .80~1.00으로 기준 .78을 충

족하였으며, 척도 수준 내용타당도 지수(Scale-level Content 

Validity Index, S-CVI)는 .97로 .90 이상을 충족하였다[15]. 

3. 구성타당도, 준거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1) 연구대상

타당도 검증을 위한 상자 모집 시 탐색적 요인분석에 필

요한 상자 수는 최소 50명 이상 100명 이하가 적합하였으며

[16], 확인적 요인분석은 Myers 등[17]의 기준에 따라 최소 

200명 이상의 상자 모집이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탐색

적,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표본을 달리해야 

한다는 기준[18]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총 300명을 모집하였

으며, 이 중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복지관 방문자 40명, 보건

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허약노인 및 고관절 골절 수술 상자 

각 30명씩 총 100명을 등록된 번호 순서로 배정하였다. 이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복지관 방문자 60명, 보건소 방문건

강관리사업의 허약노인 및 고관절 골절 수술 상자 각 70명

씩 총 200명을 등록된 번호 순서로 배정하였다.

본 연구는 단축형 FES-I가 단순 낙상 후 낙상 두려움의 정

도가 높은 상자, 허약노인 및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유지

할 수 있는 건강한 노인 모두에게 적용가능한 점[1]을 고려하

여 신체적 상태가 다양한 노인을 상으로 평가하는 것에 주

안점을 두었다. 선정기준은 70세 이상 노인[1]으로 연구의 목

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동의한 상자이며, 일상생활을 독립

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한 노인을 선정하기 위해 D광역

시 일개 노인복지관 이용자 중 100명을 선정하였다. 허약노인

을 선정하기 위해 D광역시 일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허약노인으로 등록된 노인 100명을 모집하였다. 단순 낙상으

로 인해 고관절 골절 수술을 한 노인은 낙상 두려움의 정도가 

상당히 높은 점을 감안할 때[19] 연구 상자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고관절 골절 수술 후 6개

월에서 1년 미만인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을 선정하기 위

해 D광역시 일개 학병원 정형외과 외래를 방문한 100명이 

모집되었다. 모든 상자의 제외기준은 우울 등으로 정신과

적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자발적 동의가 가능하지 않은 노인

이다. 

2) 연구도구

(1) 단축형 FES-I

낙상 두려움을 평가하기 위해 Yardley등[8]이 16개 문항으

로 구성된 FES-I를 개발하였으며, 이후 Kempen 등[1]이 단축

형 FES-I를 개발하였다. 본 도구는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

며, 자가보고 4점 척도(전혀 문제없다 1점, 조금 염려된다 2점, 

상당히 염려된다 3점, 매우 염려된다 4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낙상 두려움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내적일관성 신뢰도와 

4주 후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Cronbach’s ⍺ .92, 급내 상관계

수(Intra-Class Coefficient, ICC) .83이었으며, 단축형 FES-I

와 FES-I 사이의 상관계수는 .97인 것으로 나타났다. 

(2) 단일문항 낙상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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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준거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선별 목적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는[14] 단일문항인 “낙상에 해 두려우십니

까?”를 사용하였다. 4점 척도(전혀 없음 1점, 조금 있음 2점, 

다소 있음 3점, 매우 있음 4점)를 적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낙

상 두려움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 자료수집

복지관 및 보건소는 자료수집 협조공문을 보내 승인공문을 

받았으며, 고관절 골절수술 노인 상자의 자료수집을 위해 

정형외과 교수 및 전문의에게 구두로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등

을 설명하여 승인을 받았다. 연구 참여 승인을 한 복지관 1곳

과 학병원 정형외과 외래 1곳을 방문한 노인 상자와 허약

노인의 경우 방문간호 상자를 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기

간은 2021년 6월 15일부터 2021년 11월 16일까지였으며, 설

문은 훈련된 연구보조원 2인이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

고 서면동의를 받은 후 상자가 직접 내용을 읽고 답을 표시

하였으며, 읽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한 노인의 경우 직접 자료

를 읽어주고 답을 신 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평가-

재평가 분석을 위해 설문은 2주 후[20] 동일한 도구를 이용하

여 상자에게 전화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소요된 

시간은 1명 당 5분 정도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상자에게는 

만원 상당의 선물이 제공되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WIN 23.0 (IBM Corp, Armonk, 

NY, United States)과 AMOS 23.0 (IBM Corp, Armonk, 

NY, United State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본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로 분석하였으며 탐색적, 확인

적 요인분석 상자의 동질성 검증은 교차분석 및 independent 

t-test를 실시하였다. 둘째,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

적,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

tory Factor Analysis, EFA)은 직각회전 방식인 VariMax 

방식을 이용하였으며, 고유값 및 누적 분산 퍼센트 기준 등을 

통해 요인의 수를 확인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

tory Factor Analysis, CFA)에서 β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x2 통계량(p값),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Construct Reliability (CR), Normed x2 (Chi-square mini-

mum/degree of freedom [CMIN/DF]), Comparative Fit 

Index (CFI), Tucker-Lewis Index (TLI),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를 평가하였다. 또한 구성

타당도 검증을 위해 낙상 횟수에 따른 단축형 FES-I 점수 차이

를 Kruskal Wallis test로 분석하였다. 셋째, 준거타당도를 검

증하기 위해 낙상 두려움 단일문항으로 측정한 점수와 단축형 

FES-I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Pearson correlation test로 평가

하였다. 마지막으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
와 검사-재검사 신뢰도 ICC를 평가하였다.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승인번호:P01-202105- 

21-018)을 받은 후 게시되었으며, 복지관, 보건소 및 병원 모두 

기관장의 승인을 받았다. 참여자들에게 연구배경과 목적, 연

구 참여 상, 연구방법, 참여 기간, 연구 참여에 따른 이익, 위

험과 불편함, 보상 또는 비용, 개인정보와 비  보장 및 자발적 

연구 참여와 중지 등에 한 설명 후 서면동의서를 받았다. 또

한 연구 관련 모든 자료는 연구자가 연구 종료 후 3년간 보관

하며, 이후 파쇄함을 설명하였다. 

연 구 결 과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 상자의 평균 연령은 78.3세이며, 여성이 209명

(69.7%)이였고, 기저질환 수는 평균 1.8개였다. 현기증이 있다

고 응답한 상자는 118명(39.3%)이었으며, 지난 1년간 적어

도 1번 이상 낙상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상자는 93명

(31.0%)인 것으로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의 상자 특성에서 두 집단이 통계적으로 동질 하였다

(Table 1). 

2. 타당도 분석

1) 구성타당도

(1) 탐색적 요인

요인분석을 위한 상자 수와 문항수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Kaiser-Meyer-Olkin (KMO)과 Bartlett 구형성 검정

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KMO값은 .92, Bartlett 구형성 근

사 카이 제곱값은 692.56(p<.001)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16]. 7문항에 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및 요인회전으로 VariMax 회전을 이용하였다. 문항 추

출 시 공통성 .30 이상, 요인 적재값 .50 이상, 교차요인 적재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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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미만을 기준으로 삼았다[21]. 분석결과 모든 문항의 공통

성이 .70 이상 이었으며, 성분행렬에서 요인 적재값은 .87에서 

.93으로 모든 문항이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의 개

수는 고윳값과 누적분산 비율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고윳값 

기준 1보다 큰 것이 1개로 나와 요인은 1개로 확정되었다. 누

적 분산 비율은 60.0%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22]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79.47%로 나타나 충족되었다(Table 2). 

(2) 확인적 요인

확인적 요인은 200명을 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확

인적 요인분석에서 모형에 한 적합도는 x2=78.01(p<.01), 

CMIN/df=5.57, CFI=.94, TLI=.91, RMSEA=.15 로 나타

났으며, 기준치 x2에 한 p>.05, CMIN/df<3, RMSEA 

<.08[22]을 충족하지 못해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 

MI) 모형을 이용하여 오차 분산간 공분산 설정을 통해 수정모

형으로 분석하였다. 수정모형의 적합도는 x2=22.38 (p=.020), 

CMIN/df=2.03, CFI=.99, TLI=.98, RMSEA=.72 로 나타나 

x2를 제외한 모든 적합도 지수가 기준치인 CMIN/df<3, CFI

≥=.90 TLI≥=.90, RMSEA<.08[22]을 만족하였다. x2는 적

합한 모형이라도 모형의 복잡성 혹은 추정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어[22] 수정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연구

모형과 수정모형 간의 차이는 x2, df의 차이를 이용하여 비교

한 결과 Δx2(Δdf)=55.63(3)으로 유의하게 나타나(p<.001) 

수정모형으로 가설을 검증하였다[23](Table 3). 

집중타당도를 평가한 결과 모든 문항의 표준화된 회귀가중

치(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SRW)는 .50 이상 이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300)

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 (n=300) EFA (n=100) CFA (n=200)

x2 or t p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Age (year) (range: 70~95) 78.3±5.45 78.2±5.88 78.3±5.24 -0.20 .840†

Gender Male
Female

 91 (30.3)
209 (69.7)

35 (35.0)
65 (65.0)

 56 (28.0)
144 (72.0)

1.54 .232*

Number of disease (range: 0~6) 1.88±1.25 1.92±1.20 1.86±1.28 0.39 .697†

Dizziness No
Yes

182 (60.7)
118 (39.3)

66 (66.0)
34 (34.0)

116 (58.0)
 84 (42.0)

1.78 .210*

Falling during
past 1 year

No
1
≥2

207 (69.0)
 66 (22.0)
27 (9.0)

72 (72.0)
21 (21.0)
7 (7.0)

135 (67.5)
 45 (22.5)
 20 (10.0)

0.93 .628*

*Chi-square test; †Independent t-test; CFA=Confirmatory factor analysis; EFA=Exploratory factor analysis; M=Mean; SD=Standard deviation.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The Short FES-I-Korean Scale (N=100)

Item Contents
Factor

h2

1

4 Going up or down stairs .90 .82

2 Taking a bath or shower .93 .81

7 Going out to a social event .89 .80

1 Getting dressed or undressed .89 .79

5 Reaching for something above your head or on the ground .88 .78

6 Walking up or down a slope .88 .77

3 Getting in or out of a chair .87 .75

Eigen value  5.56

Explained variance (%) 79.47

Total explained variance (%) 79.47

KMO=.92, Bartlett x2=692.56 (p＜.001)

FES-I=Falls Efficacy Scale-International; KMO=Kaiser-Meyer-Ol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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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표본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은 .71로 기준 .50[22]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념 신뢰도

(Composite Reliability, CR)는 .94로 기준 .70 이상[22]을 충

족하여 7개의 문항이 1개의 요인에 집중되어있음을 확인하였

다(Table 4). 

(3) 낙상 횟수에 따른 단축형 FES-I 점수 차이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해 상자의 지난 1년 간 낙상 횟수에 

따른 단축형 FES-I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낙상하지 않은 노인의 단축형 FES-I 점수가 낙상 경험이 

1번 혹은 2번 이상인 노인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p<.001)

으로 나타났다(Table 5). 

2) 준거 타당도

확인적 요인분석에 이용된 200명을 상으로 단축형 FES-I

는 단일문항 낙상 두려움과 유의한 상관관계(r=.760, p<.001)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신뢰도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한 상자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값은 .95,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상자의 내

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값은 .93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축형 FES-I의 안정성 신뢰도 검증을 위해 초기 설문 후 2주

째 동일한 도구로 재검사를 시행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 

이용된 200명 중 설문을 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199명을 

상으로 ICC를 분석한 결과 .95 (95% CI: .93~.96)로 본 도구의 

안정성 신뢰도가 검증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한국 노인의 낙상 두려움 평가를 위해 단축형 

FES-I [1]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

다. 단축형 FES-I는 ‘효능(efficacy)’의 용어가 포함되어 있는

데, 이는 단축형 FES-I [1] 및 FES-I [8] 모두 Tinetti 등이 개

Table 3. Model Fit in Confirmed Factor Analysis of The Short FES-I-Korean Scale (N=200)

Variables x2 df p Normed x2 CFI TLI RMSEA

Model 78.01 14 ＜.010 5.57 .94 .91 .15

Modification model 22.38 11 .020 2.03 .99 .98 .72

Δx2=55.63, Δdf=3, p＜.001

CFI=Comparative Fit Index; FES-I=Falls Efficacy Scale-International;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TLI=Tucker-Lewis 
Index.

Table 4. Convergent Validity in Confirmed Factor Analysis of The Short FES-I-Korean Scale (N=200)

Factor Item Standardized estimates SE CR   p

1 1 .67 .04 9.34 ＜.001

2 .83 .03 8.27 ＜.001

3 .71 .03 9.19 ＜.001

4 .91 .02 8.39 ＜.001

5 .76 .03 9.81 ＜.001

6 .96 .02 4.05 ＜.001

7 .86 .02 9.31 ＜.001

AVE=.71, Composite reliability=.94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CR=Critical ratio; FES-I=Falls Efficacy Scale-International; SE=Standard error.

Table 5. Mean Scores of The Short FES-I-Korean Scale 
according to Falls History (N=200)

Falls in previous 
year

Short FES-I
x2 p

M±SD

0

1

＞1

12.71±5.25

16.86±5.68

19.50±4.55

34.21 ＜.001

FES-I=Falls Efficacy Scale-International; M=Mean; SD=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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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한 FES [5]를 기반 하여 개발된 것으로 기인된다. 하지만 

FES-I를 개발한 Yardley 등[8]은 낙상 두려움과 효능감과의 

낮은 관련성을 제시하였으며, 도구의 응답 방식을 ‘낙상에 

한 염려’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추후 ‘효

능’과 ‘두려움’이 구분되고 용어의 재정립이 필요하리라 생각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로 번역된 FES-I가[9] ‘한국어판 

낙상효능척도-국제형’으로 명명되어 단축형 FES-I 또한 ‘한국

어판 단축형 낙상효능척도-국제형’으로 일관되게 정하였다.

본 도구의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

에서는 7개의 문항이 1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설명 및 

누적분산 비율이 79.47%로 낙상 두려움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중국, 말레이시아어로 번역된 단축

형 FES-I [10]의 누적분산 비율 37.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각 문항이 추출된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을 나타내

는 공통성(h2)은 .75에서 .82로 .30 이하의 문항은 발견되지 않

아 요인분석에 제외되는 문항은 없었다[21].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모형 검증은 수정모형 분석을 통

해 CMIN/df=2.03, CFI=.99, TLI=.98, RMSEA .72로 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 타당도 중 집중 타당도를 평가한 결

과 모든 문항의 표준화된 회귀가중치는 .67에서 .96으로 요인 

적재값의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7개의 문항 중 

4번 ‘경사로 오르내리기’와 6번 ‘계단 오르내리기’ 항목의 표

준화된 회귀가중치는 각각 .91, .96으로 낙상 두려움을 설명하

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연구[24]에서 고령 노인

은 평면에서의 보행보다 방향이 바뀌는 보행, 계단이나 경사

로, 지형이 고르지 못한 곳에서의 보행을 어려워하며 더 많은 

신체적 협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2020년 국내의 노

인실태조사[25]에서는 전체 조사자의 37.9%가 계단이나 경사

로 이용 시 불편함을 느끼며 이는 외부 활동을 위한 ‘ 중교통 

타고 내리기(29.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계단 보행 시 노인의 낙상발생 빈도가 증가한다는 보

고[26]를 통해 경사로와 계단 오르내리기에서의 낙상 두려움

은 현실적인 낙상 위험에 한 보호반응[27]으로 고려되어진

다. 하지 근력 약화와 관절 모멘트(moment)의 저하[28], 비효

율적인 근육활동 및 균형저하 등[29]이 계단 보행 시 낙상 위

험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경사로와 계단 오르내리기에

서의 낙상 두려움이 높은 경우 근력 및 균형 평가와 더불어 이

를 향상시키는 중재가 필요하리라 본다. 

이와 더불어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AVE .71, CR .94로 7개

의 문항이 1개의 요인에 집중 되어있었다. 이는 원 도구[1]에

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지 않아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원도구의 문항이 수정되거나 삭제됨 없이 우리나라에도 동일

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낙상 횟수에 따른 단축

형 FES-I 점수의 유의한 차이는 원 도구의 결과[1]와 일치한

다. 준거 타당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낙상 두려움 단일문항과 

단축형 FES-I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76으로 높은 상관

성을 보였으나, 기존의 단축형 FES-I 도구 개발 연구에서는

[1,11,12] FES-I 도구와의 준거타당도를 분석하여 비교의 어

려움이 있었다. 추후 한국어로 번역된 FES-I [9]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준거 타당도 검증이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단축형 FES-I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의 Cronbach’s ⍺는 

.95, 확인적 요인 분석의 Cronbach’s ⍺는 .93으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 분석의 Cronbach’s ⍺는 .93은 처음 개발된 원 도

구 Cronbach’s ⍺는 .92[1]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일본

어로 번역된 단축형 FES-I의 Cronbach’s ⍺는 .87[11], 이탈

리아어로 번역된 단축형 FES-I의 Cronbach’s ⍺는 .94[12], 

말레이시아 노인을 위한 단축형 FES-I의 신뢰도 검증에서 

Cronbach’s ⍺는 .89[10]와도 비교할 만한 수치이다. 본 연구

의 탐색적 요인 분석에서 Cronbach’s ⍺값이 다소 높게 나타

난 것은 확인적 요인 분석에 비해 지난 1년 간 낙상경험이 없

는 노인의 비율이 높고 낙상과 낙상두려움과의 관련성을 고려

할 때[4], 이들은 체적으로 낙상 두려움의 정도가 낮다고 일

관되게 응답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측정값의 일관성을 평가하기 위해 검사-재검사 신뢰

도 ICC를 실시하였으며, 검사 간격은 단시간에 일어날 수 있

는 회상 편향과 장시간 후 초래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반응 사이

의 적절한 기간을 고려하여[20] 초기 설문 후 2주에 실시하였

다. 본 연구에서 ICC값은 .95로 원 도구[1]와 평가 시점의 차이

로 비교의 어려움이 있어 단축형 FES-I를 파킨슨 질환 상자

에게 적용한 연구와 비교하였으며, ICC 값은 .91[30]로 본 연

구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Short FES-I 원도구 상

이 70세 이상 노인이었기에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70세 

이상 노인을 선정기준으로 정하여 65세 이상 70세 미만 노인

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일부 지역 노인들을 상으로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

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고령 노인의 낙상 두려움 정

도가 낮은 건강한 노인에서부터 허약 노인 및 고관절 골절로 

낙상 두려움의 정도가 높은 상자까지 포함시켜 도구의 적절

성을 평가하고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추후 다양한 지

역사회 거주 노인 및 특정 질환을 가진 노인을 상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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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해 봄으로써 도구의 적용 가능성과 유용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해 볼 것을 제언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 로 한국어

판 단축형 FES-I는 탁월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나타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도구는 또한 문항 수가 적어 허약한 노인이 응

답하기에 상 적으로 편리하고, 문항의 내용이 간결하며 이해

하기 쉬어 미 응답률을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향후 본 도구는 임상 및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낙상 두려움

을 판별하여 낙상 두려움이 높은 노인을 상으로 간호중재를 

수행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것으로 기 한다. 주기적인 

낙상 두려움 평가를 기반으로 한 간호중재는 궁극적으로 노인

의 활동제한을 줄이고 낙상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고려되어진

다. 이와 더불어 본 도구의 타당성 입증은 단축형 FES-I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표준 도구임을 확립하는데 기여하

였다고 본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단축형 FES-I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다양한 방법

을 통해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본 도구는 낙상 두려

움의 정도가 다양한 노인에게 모두 적용할 수 있으며, 집 안에

서의 기본적인 일상생활활동뿐만 아니라 실외 및 사회활동에 

한 낙상 두려움을 평가할 수 있어 추후 특성에 맞는 간호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노인의 낙상 두려움을 줄이

기 위한 중재 및 낙상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그 

효과를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본 연

구의 결과 및 논의를 토 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도구와 한국어판 FES-I를 임상 및 지역사회 등의 노인을 상

으로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허약노인을 상

으로 본 도구를 적용하여 낙상 두려움과 관련된 요인 파악 및 

이를 줄이기 위한 중재를 개발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추후 연

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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