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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입원 산모의 낙상 험요인

출산 후 생리 변화와 경막 외 마취,마약성 진통제의 사용 등으로 인한 부작

용은 출산 후 산모의 낙상 발생을 진하기 쉽다.특히,분만 후 첫 거동 시 낙상

험은 증가한다.산모 낙상은 산모의 산후 회복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산모와

신생아 모두에게 험한 결과를 래할 수 있다.

낙상은 측과 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낙상 험이 높은 환자를 정확하게 선별

하는 것이 요하다.기존 성인 환자를 상으로 개발된 낙상사정도구들을 산모의

특성을 히 반 하기 어렵기 때문에,국내 의료기 에서 용할 수 있는 산모의

낙상 험 사정도구를 개발하기 해서는 국내 의료기 에 입원한 산모를 상으로

한 산모 낙상의 험 요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통하여 입

원 산모의 낙상 험 사정 항목을 규명하여 국내 입원 산모의 낙상의 험요인 수

을 확인하기 한 서술 조사 연구이다.

문헌고찰을 통해 도출해 낸 1차 산모낙상 험 요인 체크리스트는 문가 타당

도를 검증을 통해 세부내용 조정하여 총 9개의 항목 29개 세부항목의 입원 산모

낙상 험 체크리스트를 확정하 다.2015년 10월 29일부터 2015년 11월 18일까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1개의 여성 문병원의 3개 산부인과 병동에 질식분만 는

제왕 개 출산 한 산모 73명을 상으로 산모 낙상 험요인 체크리스트와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 다.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체크리스트와 설문지를 통해 분석한 낙상 험요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과

거력 항목에서 임신 이 는 임신 16명(21.9%)가 낙상을 경험했으며,침

상 안정 기간을 경험한 산모는 8명(11%)이었다.기 질환 항목에서 임신성 당

뇨와 빈 이 있는 산모가 각 14명(19.2%)로 가장 많았다.출산 후 문제 항목에

서 기립성 압이 26명(35.8%),어지러움이 41명(56.2%), 재빈 이 있는 경

우가 38명(52.1%)이었다.정신 심리 상태 항목에서 72명(98.6%)의 상자가

분만 후 당일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으며,45명(61.6%)에서 우울감을,51명

(66.9%)에서 수면부족을 호소하 다.하지 운동/활동성은 모든 산모가 검사를

수행할 수 있었는데 연구 조사 시 이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분만 진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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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용은 71명(97.3%)로 부분의 산모에게 사용되었으며 분만 후 진정제의

사용은 28명(38.4%)이었다.출 항목에서 추정 실 량 양이 질식분만에서

500ml이상,제왕 개 시 1000ml이상인 경우는 9명(12.3%)으로 나타났다.치료

기구 항목에서 상자는 정맥 주사 을 가지고 있는 산모가 44명(60.3%)이었으

며,보호자의 부재 항목에서 보호자가 없는 경우가 3건(4.1%)이었다.

2.낙상 험과 산모의 특성과의 계는 산모의 연령이 낮을수록,통증 수가 높

을수록 낙상 험요인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0.132,p<0.05,r=0.347

,p<.001).

본 연구는 재 국내 병원환경에 맞는 입원 산모의 낙상 험 사정도구가 없는

상황에서 진행된 연구로 입원산모를 상으로 낙상 련요인을 연구한 첫 시도라는

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본 연구에서 개발한 입원산모의 낙상 험요인에 한

사정도구 입원 산모의 낙상 험 요인 특성을 근거로 임상실무에서 낙상 고 험

산모를 선별하는데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며,향후 낙상 고 험산모와 간호사를

상으로 낙상 방 재를 한 기 교육 자료가 될 것이다.

주요어 :산모 낙상 험 요인,낙상 험요인 사정 도구

학 번 :2013-20414김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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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론

1.연구의 필요성

출산은 심각한 신체의 시련으로 피로,지침,기 ,쇼크,드물게 혼동이나 기면

상태를 가져오기도 하며,산후 출 로 인한 량성 쇼크가 동반되기도 한다

(Brockington,2006). 한 출산 후 산모가 일어섰을 때 갑작스런 압의 감소로 산

모는 어지러움,아찔함,기 과 같은 기립성 압을 보이기도 한다. 출산 후 생

리 변화와 더불어 경막 외 마취로 인한 하지 감각의 둔화,마약성 진통제의 사용

으로 인한 부작용은 출산 후 산모의 낙상 발생을 진하기 쉽다(Suzy& Anderson,

2013).특히,산모가 질식분만 는 제왕 개 수술로 분만한 경우 첫 거동 시 낙상

험은 증가한다(Suzy& Anderson,2013).낙상을 정의할 때 단순히 바닥에 떨어

지는 낙상 이외에도 상해를 입는 것과 상 없이,바닥에 주 앉는 하강(Razmuset

al.,2006)까지 포함하면 낙상의 험성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산모 낙상은 산모의 산후 회복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산모와 신생아 모두에

게 험한 결과를 래할 수 있다(Barracoetal,2010).분만 건수가 월평균 500건

이상인 미국의 한 여성병원에 따르면 출산 후 산모 낙상율이 성인 수술 환자의 국

가 평균 낙상율(일 1,000건 2.79명)을 과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Suzy&

Anderson,2013).TheUSDepartmentofHealthandHumanServicesPartnership

forPatients(P4P)가 참여한 기 보고에 의하면 산모의 낙상 험은 재가 필요

한 수 으로 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 고,한 기 에서는 출산 10000건 당 산

모 낙상 16건에서 40건으로 증가한 사실을 보고한 이후에 재를 취하 다는 보고

를 하 다(Simpson,2013).다른 기 에서는 2004년부터 2010년 동안 42건의 산후

낙상 57%는 하지 허약,19%는 어지러움,10%는 미끄러짐,그리고 14%는 이유

가 불분명하다고 보고하고 있다(Auger& Gingras,2012).

일반 으로 낙상은 65세 이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TheCentersforDiseaseControlandPrevention(CDC)에 따르면 매년 노인의

1/3에서 낙상이 발생하며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손상을 래할 수 있다

(CDC,2012).이와 같이 낙상연구는 노인을 상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Heafneretal.,2013),이에 비해서 상 으로 산모는 고 건강한 여성으로 산모

의 낙상에 한 연구는 제 로 보고되지 않고 있다(Simpson,2010).출산 후 산모에

게 낙상이 발생할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한 요도와 험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재 국내외 산과병동에 입원한 산모의 낙상사고율은 정확히 보고되어 있지 않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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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낙상 험요인에 한 분석과 낙상 방을 한 연구는 매우 제한 인 실정이다.

병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 사고는 재정 손실,의료진과 병원에 한 신뢰감

하,재원기간의 연장 등을 래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

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시키는 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Jung,2006).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안 사고란 그 일로 인해 환자에게 끼친

피해의 유무와 계없이 병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과오,실수,사고를 포함

한다(AgencyforHealthcareandQuality:AHRQ,2004).

그 에서도 낙상은 의료기 에서 발생하는 안 사고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안 사고이기 때문에(Hayea,2004),병원기 평가기 인 TheJointCommission

for the Accredita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s (JCAHO)와 Institute of

Medicine(IOM)에서는 환자안 사고 낙상 방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Suzy

& Anderson,2013).따라서 국내 의료기 인증평가에서도 환자안 을 요시하여,

낙상 험도 평가를 한 도구 사용을 통해 고 험 환자의 낙상 방 활동을 시행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Shinetal.2014).낙상은 다른 질환과 달리 측과 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30-50%정도까지 낙상사고를 일 수 있고

사고발생 경향을 확인하고 낙상 험요인을 사정하여 극 인 재를 제공한다면

방이 가능하다(Cho,1997).따라서 의료기 에서는 환자의 낙상 험을 입원 시 부

터 평가하여 한 낙상 방 간호 재를 제공하여야 하며,이를 해서는 측

력이 높은 낙상 험 평가 도구를 이용하여 주기 으로 환자를 평가하는 것이 무엇

보다 요하다 (Kim etal.,2011).

낙상 방의 일차 인 단계는 낙상 험이 높은 환자를 정확하게 선별하는 것이

요하다고 보지만(O’Connell& Myers,2002),낙상 험이 높은 산모를 선별해 내

는 연구는 역시 제한 이다.기존 성인 환자를 상으로 개발된 낙상사정도구들을

용한 연구결과 용 상과 환경에 따라 타당도가 다르게 나타났으므로(Oliver,

Daly,Martin,& McMurdo,2004)낙상사정 도구를 개발할 때 상자 환경 특

성을 고려하는 것이 요하다.특히,국내에서는 산모의 낙상에 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고,국내 병원 환경과 시설이 외국과 다르기 때문에 외국의 낙상도구를 그

로 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따라서,향후 국내 의료기 에서 용할 수 있는 산

모의 낙상 험 사정도구를 개발하기 해서는 국내 의료기 에 입원한 산모를 상

으로 한 산모 낙상의 험 요인을 규명할 필요가 매우 실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입원 산모의 낙상 험 사정 항목을 규명

하고 국내 입원 산모의 낙상의 험요인 수 을 확인하며,나아가 입원 산모의 낙

상 험 련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산모의 낙상 험 사정도구를 개발하기 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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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연구 목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통하여 입원 산모의 낙상 험요인을 규명하고,

입원산모를 상으로 낙상 험요인 수 을 악하고자 함이며,구체 목 은

다음과 같다.

1)문헌고찰을 통해 기존 낙상 험 사정도구를 분석하여 입원 산모의 낙상

험 요인을 사정하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한다.

2) 입원산모 낙상 험 사정 체크리스트와 설문지를 통해 입원 산모의

낙상 험요인 수 을 악한다.

3)입원 산모의 특성과 낙상 험요인과의 계를 분석한다.

3.용어의 정의

낙상의 험 요인: 낙상은 갑자기 비의도 인 자세 변화로 인해 바닥에

주 앉거나 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Fuller,2000).산모의 낙상의 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은 출산 후 생리 변화,마취로 인한 하지 감각의

둔화,마약성 진통제의 사용 등 산모의 내 요인과 환경 험요인 모두를

의미한다.본 연구에서는 낙상 험의 내 요인으로 과거력,기 질환,출산

후 다양한 재문제,정신심리 요인,하지 운동성 활동성,투약 련

요인 출 요인을 포함하며 낙상 험의 외 요인으로는 치료 기구,

보호자 부재 등 환경 요인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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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문헌고찰

1.산모와 낙상 험요인(RiskofPostpartum fall)

분만 후 액량의 변화는 분만시의 실 과 분만 후 이뇨 상 때문에 래되는

데 정상 분만의 경우 평균 실 량은 400-500ml정도 된다.제왕 개를 통한 분만일

경우에는 1000ml,제왕 개술과 자궁 제술을 겸한 경우 1500ml까지도 출 될 수

있으며 출 로 인한 량성 쇼크를 일으키기도 한다(Lyon,2008). 한,출산 후

에 복강 내 압력이 빠른 속도로 감소함에 따라 내부 장기로 공 되는 의 이완

이 발생하는데 이로 인한 복강 의 울 로 산모가 운 자세에서 앉은 자세로

변경할 때 수축기 압이 20mmHg이상 빠르게 감소하는 기립성 압을 보이기도

한다(Lyon,2008).출산 후 이러한 생리 변화 이외에 분만 통증 경감을 해

사용하는 경막 외 마취는 하지 운동성의 하를 가져올 수 있으며,마약성 진통제

는 흔히 압을 유발하여 출산 후 산모의 낙상 발생을 진하기 쉽다(Franket

al,2009). 한,산모가 배뇨를 할 수 있으면 산후 출 의 험을 일 수 있는데

경막 외 마취를 시행한 산모는 배뇨 정체와 이에 따른 출 험이 높다(Durham

J.,2003).병원 환경의 측면에서 출산 직후 부분의 산모는 조기에 다른 병실로 이

동하게 된다. 부분의 병원에서는 진통,분만,퇴원 시 까지 머무는 병실이 분리되

어 있기 때문에,산모는 분만 후 몇 시간 이내에 분만실에서 병실로 이동하게 된다.

한 출산 후 아기가 태어나면 신생아실이나 신생아 환자실로 이동하게 되는데 ,

산모가 아기를 돌보기 해 조기에 거동하는 경우가 많으며(Brendaetal.,2009)이

는 출산 후 산모 낙상의 험을 높일 수 있다.

병원에서 일어나는 낙상은 여러 요인의 복합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한다(Evans,Hodkinson,Lambert,& Wood,2001).Tideiksaar(1989)는 낙상

발생 요인을 내인성과 외인성으로 나 었는데 외인성 요인 (extrinsicfactors)은

주로 환경 장애물과 낙상 발생 당시의 상황과 련된 요인들로 가족 동거상태,

낙상 발생 시간,발생 장소,유형 원인 등이 포함된다.외인성 요인은 주로

환경과 련된 요인으로서 체 낙상의 1/3에서 1/2를 차지한다.본 연구에서는

내인성 험요인과 외인성 요인으로 분류하여 선행연구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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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내인성 요인

낙상 과거력은 낙상의 주요 험 요인으로 간주되는데,여러 낙상 험 도구에서

낙상을 사정하기 해 사용된다.(Evans,Hodgkinson,Lambert,& Wood,2001;

Hitchoetal.,2004;Morseetal.,1989;Poe,Cvach,Gartrell,Radzik,& Joy,2004).

임신 27%의 여성이 어도 한 번의 낙상을 경험하며, 그 1/3이상이 두 번

이상의 반복 인 낙상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Dunning etal.,2010).침상안정

과거력은 조기진통으로 인한 경우에서 흔하다.침상안정은 근육의 축과 골세포의

변화를 포함하여 근골격계에 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다(Sprague,2004).Meloni(2010)의 연구에서 임신 침상안정 과거력이 있는

산모는 산후 6주까지도 완 한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Brun,et

al(2012)에 따르면 완 한 는 부분 인 침상안정 과거력이 있는 산모의 경우 분만

후 첫 1주 동안 무릎 좌굴이 어려워 걷거나 앉는데 도움을 요하거나 계단을 걷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다른 연구에서 임산부는 산후 8주까지 거동 시

시력의 불안정을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다(Butler,Colon,Druzin,& Rose,2006).

노인의 낙상 련 많은 연구에서 시력이 불안정한 경우 낙상의 험이 증가한다고

하 다(Jangetal.,2010).출산 후 시력 불안정과 낙상의 험에 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련성 검토가 필요하다.

당뇨나,임신성당뇨,자간 증,자간증과 같은 산모의 기 질환을 사정 할

필요가 있다.당뇨나 임신성 당뇨는 하지 말 신경장애를 가져와 낙상의 험을

높일 수 있다.자간 증 산모의 경우 분만 후 12-24시간 마그네슘 설페이트 치료를

하는데,이 약물이 평활근 이완을 가져와 산모의 거동에 향을 수 있다(Frank

etal,2009). 한 갑작스런 기증이나 실신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고 압이나

압 빈 과 같은 심 질환이 낙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Schoenfelder&

Rubenstsin,2004).

임신 산모는 심박출량이 증가하고 말 항이 감소하고 이 이완된다

(Fujitani&Baldesseri,2005).성인은 정상 으로 일어설 때 300-800ml의 액이

하지로 유입되고 이에 한 압을 유지하고 주요장기에 류를 유지하기 해

복잡한 심 계 반응이 요구된다(Bradley& Davis,2003).임신한 여성이 출산 후

일어섰을 때 심 계 변화에 히 처기 이 작용하지 못하면 기립성 압을

유발하게 된다.기립성 압은 20%의 심박동수,수축기,이완기 압변화를

의미한다(Aldrete,1998). 웠다가 일어날 때 수축기 압 20mmHg이상,이완기

압 10mmHg이상이 갑작스럽게 떨어질 때로 정의한다(TheConsensusCommittee

oftheAmericanAutonomicSocietyandtheAmericanAcademyofNeur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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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산모가 일어났을 때 격한 압의 감소로 산모는 어지러움 는 아찔함이나

갑작스러운 의식소실을 경험하기도 한다(Lyon,2008).

정신,심리 험요인은 낙상에 한 두려움을 증가시키고 특히 보행에 한

자기 효용성을 떨어뜨려 독립 인 움직임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신체 험 요인을

악화시키며, 하되는 신체기능은 심리 불안을 더욱 증 시킨다(American

GeriatricsSociety,2001).노인의 경우에는 우울증이 있으면 신체 기능이 하되

고 집 력의 감소로 단력의 착오가 생길 수 있고 험환경에 한 지각을 못하고

낙상의 험에 빠질 수 있다(Koseetal,2005).산후우울의 경우 낙상과의 련에

한 연구가 없지만 본 연구에서 산후우울과 낙상과의 련성을 검토하고자 하

다. 부분의 여성이 분만 일주일 이내에 일시 인 산후 우울감을 경험하며 이는

신체 피로와 지침,부모됨의 책임에 따른 부담감,호르몬과 사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다(Lyon,2008).산후 우울은 분만 여성의 10∼22%에서 발생하는 건강문제로

우울 여성의 60%에서 산후 우울이 우울에 한 첫 경험이었다고 할 만큼 그 의미

가 요하다(Stowe,Casarella& Landry,1995;Choi& Oh,2000).노인의 낙상

련한 여러 연구에서 수면의 질이 낙상과 련 있다는 선행연구(Yoon,2014)가 있

지만 출산 후 수면부족과 피로감과 낙상의 험에 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련성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 운동성과 활동성은 경막외 마취 는 척추마취로 인한 하지의 운동성

회복을 확인하기 한 것으로, 하되어 있다면 산모의 낙상 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특히,경막외 마취나 부 마취의 경우 척추 아래 신경 달을 차단함으로써

환자의 거동에 향을 수 있다(Franketal.,2009).하지 운동성과 활동성을

사정하는 방법은 다양하다.Straightlegraisetest는 앙아 에서 다리를 곧게 뻗어

들어 올리는지 사정하는 방법이고 Bridge test는 무릎을 90도 구부린 상태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이를 사정함으로써 둔부,몸통,허벅지의 운동성을

사정할 수 있다(Ekstrom,Donatelli,& Carp,2007).

압의 변화나 어지러움 등에 향을 수 있는 약물이나 안정제,정신신경에

향을 수 있는 약이나 마약성 진통제도 향을 수 있다.분만 에 주로

사용하는 마약성 진통제는 날부핀과 펜타닐이 있는데 날부핀은 반감기가 5시간,

펜타닐은 1.5-2시간 이다(Franketal.,2009).일반 으로 경막 외 마취는 펜타닐과

로피바 인 는 부피바 인을 포함하는데 로피바 인은 반감기가 3-6시간이고

부피바 인은 3.5시간이며,두 가지 약물 복합 작용기가 약 2-6시간 이다(Franket

al,2009).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막 외 마취

단 후 시간이 길수록 산모의 낙상 험도가 어 들것이다(Franketal.,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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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출 은 질식분만에서 500mL이상,제왕 개에서 1000ml이상의 액손실로

정의한다.The California Maternity Quality Care Collaborative (CMQCC)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에서 1994년에서 2004년까지 27.5%의 산후출 이

증가하 다(Bingham,Lyndon,Lagrew,& Main,2011).CMQCC는 산후 출 을

3계의 단계로 분류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질식분만 1500ml이상의

산모의 경우 고 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산 에 출 은 보통 태반조기박리 는

치태반과 련 있으며 이는 출산 후 빈 이나 압,기립성 압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많은 액손실의 험이 있다(Bingham,Lyndon,Lagrew,& Main,2011).

2)외인성 요인

정맥주사 ,유치도뇨 ,기타 삽입 과 같은 치료 장비의 수는 성인 상 여

러 도구(Hill-Rodriguez et al., 2009)에서 낙상 험요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Tideiksaar(1989)는 외인성 요인으로 가족 동거 상태가 포함된다고 보았으며,입원

환자의 낙상요인과 낙상 시 보호자와의 연 성에 한 연구(Kwon,2011)에서 낙상

발생 시 보호자의 유무와의 연 성을 살펴보면,성별,발생시간,발생장소는 보호자

의 유무와 연 성이 없었지만,연령 별로는 낙상발생 시 보호자의 유무가 요한

연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산모의 경우에도 입원기간 동안 거동을 도와 보

호자의 부재는 산모낙상의 험과 련이 있을 것이다.

2.낙상 험 사정 도구

성인 환자에서 나타나는 낙상은 의료기 에 따라 다양한 낙상 방 재방안을

용하고 있는데,그에 따라 낙상 고 험 환자 선별을 한 사정도구의 개발과 검

증에 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그 에서 MorseFallScale(Morse,Prowse,

Morrow,& Federspeil,1989)은 가장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도구로서,성인 수술

환자와 장기 재활 치료 환자를 상으로 도구 검증 연구가 수행되었다.이외에도

HendrichFallRiskModel(Hendrichetal.,1995)은 응 환자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으

며 항암치료환자,정형외과 환자를 상으로 검증연구가 이루어졌고,노인을 상으

로 개발된 St.Thomas’sRisk AssessmentToolin Falling Elderly Inpatients

(Oliver,Britton,Seed,Martin,& Hopper,1997)도구도 리 사용되고 있다.그러

나 이러한 도구들은 일반 성인 환자를 상으로 개발된 도구이기 때문에 출산 후

산모 낙상의 특성을 반 하지 못하고 있어 산모낙상과 련된 요구를 사정하는 데

에는 한계가 있다.

낙상사정도구 에서 The Postepidural Fall Risk Assessment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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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RAS)는 산모의 낙상 방과 련성이 있는데 산과 수술 후 마취에서 회복을

결정하기 해 개발되었다(Frank,Lane,& Hokason,2008).그런데 이 도구는 산모

를 해 개발되었지만 경막 외 마취를 받은 산모 이외에는 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입원한 산모에게 폭넓게 용 할 수 있는 표 화된 낙상 사정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Heafner,2013).최근 RonaldReaganUCLA MedicalCenter에서는 산과병동에

서 낙상이 증가함에 따라 ObstetricFallRiskAssessmentScore(OFRAS)도구를

개발하 다.하지만 이 도구는 산모의 신체 변화에 주로 을 두고 있으며 환

경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미국의 일 병원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문화와 지역의 상자에 확 용하여 도구의 신뢰도,타당도 측도를

검증 할 필요가 있다.본 연구에서 국내외에서 산모 낙상의 험을 사정하기 해

활용되고 있는 빈도수가 높은 7개의 도구에 해 고찰해 보고한다.도구는 국외 개

발 도구에서 국내개발 도구로,알 벳 순으로,성인을 상으로 한 도구에서 산모를

상으로 개발한 도구 순서로 나열하 다.

1)Hendrich Ⅱ 낙상 험 사정 도구(Hendrich Ⅱ FallRisk Model,

HFRMⅡ)

이 도구는 혼동/지남력장애/충동,증상 인 우울증,배설 장애,어지러움이나

기증,성별,항 간제나 벤조다이아제핀 제제 복용여부,일어나서 걷기 검사 총 7개

항목으로 낙상 험 정도를 평가한다.혼동/지남력장애/충동이 있으면 4 ,증상 인

우울증이 있는 경우 2 ,배설 장애가 있으면 1 ,어지러움이나 기증이 있는 경

우 1 ,성별이 남자인 경우 1 이며,항 간제를 복용 시 2 ,벤조다이아제핀 제

제를 복용하면 1 으로 평가한다.일어나서 걷기 검사는 도움 없이 혼자 의자에서

일어설 수 있으면 0 ,바닥을 손으로 짚고 일어나면 1 ,여러 번의 시도로 일어날

수 있는 경우 3 ,도움을 받아도 일어설 수 없는 경우 4 으로 측정한다.총 5

이상이면 낙상의 험이 있는 것으로 단한다.기존 연구에서 HFRM II의 민감도

는 70-74.9%,특이도는 61.5-73.9%,양성 측도는 2%,음성 측도는 99.5% 으

며,측정자 간 신뢰도는 87% 다(Hendrich,Bender,& Nyhuis,2003;Kim etal.,

2007).

2)JohnsHopkinsHospital낙상 험 사정도구(JohnsHopkinsHospital

FallRiskAssessmentTool,JHFRAT)

이 도구는 7개의 낙상의 험요인을 평가하는데,나이,낙상 과거력,배설장애,

투여 약물 개수,환자치료 장비 개수,기동성 장애 수 ,인지장애 수 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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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 험도는 연령 80세 이상은 3 ,70-79세 2 ,60-69세 1 으로 측정하고,낙

상 과거력은 입원 6개월 이내에 낙상한 이 있으면 5 으로 측정한다.배설장애는

요실 이나 변실 이 있는 경우 2 ,긴박뇨(변) 는 빈뇨(변)이 있으면 2 ,긴박

뇨(변)와 빈뇨(변) 실 둘 다 있는 경우 4 으로 측정한다.투여하는 약물 개수

는 마약성 진통제,항경련제,항고 압제,이뇨제,수면제,변완하제,진정제,항정신

약물 등 낙상 고 험 약물이 1개면 3 ,2개 이상은 5 ,지난 24시간 이내에 진정

제를 투여했으면 7 으로 측정한다.환자치료 장비 개수는 정맥주사 ,흉 ,유치

도뇨 등 에서 1개를 삽입하고 있으면 1 ,2개 삽입 시 2 ,3개 이상 삽입하고

있으면 3 으로 측정한다.기동성 장애 수 은 이동하거나 보행 시에 도움 는 감

독이 필요한 경우 2 ,걸음걸이가 불안정 하면 2 ,보행에 향을 정도로 시각

혹은 청각장애가 있으면 2 으로 측정하며 복수선택이 가능하다.인지장애 수 도

복수선택이 가능하며 주변 환경에 한 인지기능이 부족하면 1 ,충동성이 있는

경우 2 ,자신의 신체 ,인지 제한에 해 인식하지 못한다면 4 으로 측정한

다.총 수는 0 에서 35 이고,14 이상은 ‘고 험’,6-13 은 ‘정도 험’,5

이하는 ‘ 험’으로 평가한다.도구 개발시 경계 수 14 이었을 때 도구의 민감

도는 62.0%,특이도 69.5%,양성 측도 33.6%,음성 측도는 86.0% 다(Poe,

Cvach,Gartrell,Radzik,& Joy,2004)

3)Morse낙상 험 사정도구(MorseFallScale,MFS)

이 도구는 환자에게 험요인의 존재 유무를 평가하는 도구로 낙상 과거력,이

차 진단,보행 보조기구 사용여부,정맥주사나 헤 린 캡,보행장애,보행장애에

한 인지 능력 총 6개의 낙상의 험요인을 평가한다.낙상 과거력이 없으면 0 ,

있으면 25 , 이차 진단이 없으면 0 ,이차 진단이 있는 경우 15 으로 측정한다.

보행 보조기구의 사용 여부는 사용하는 경우는 보조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침상안

정,휠체어 사용,간호사가 도와주는 경우에는 0 ,목발,지팡이,워커(보행기)를 사

용 시 15 ,주변의 가구를 붙잡으면서 이동하면 30 으로 측정한다.정맥주사나 헤

린 캡이 없으면 0 ,있으면 20 이다.보행장애는 정상이거나 침상안정 시,부동

상태인 경우 0 ,보폭이 좁고 허약하게 걷는 경우 10 ,균형을 잡기 어렵고,사람

이나 기구의 도움 없이 걸을 수 없으면 20 으로 측정한다.보행장애에 한 인지

기능수 에 한 측정에서는 인지능력 장애가 있는 경우 15 ,잘 알고 있는 경우

0 으로 측정한다.6문항에 한 수범 는 0 에서 최고 125 으로,25 미만은

험군,25-50 은 험군,50 을 과하는 경우는 고 험군으로 분류한다.도

구 개발 시 경계 수 45 이었을 때 도구의 민감도는 78%,특이도는 83%,조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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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신뢰도는 96%로 나타났다(Morseetal.,1989).

4) St.Thomas낙상 험 사정 도구(StThomas'sRiskAssessment

ToolinFallingElderlyInpatients,STRATIFY)

이 도구는 5개의 질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낙상의 과거력, 조 흥

분(agitation),시각장애,빈번한 화장실 출입,기동성 장애(보행보조나 보행보조기구

사용 여부)를 측정하는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각 험 요인의 존재 유무로 측정되

어 총 수 범 는 0 에서 5 이다. 험이 없으면 0 ,있으면 1 으로 측정되며,

총 이 2 이상 혹은 3 이상일 때 낙상 고 험 군으로 분류한다.2 이상을 고

험군으로 분류 하 을 때 STRATIFY의 민감도는 93%,특이도 87.7%,양성 측

도 62.3%,음성 측도 98.3%로 보고한 연구가 있으며(Oliver,Britton,Seed,

Martin,& Hopper,1997),측정자 간 신뢰도는 78-87% 이었다(Kim etal.,2007;

Papaioannouetal.,2004).

5) Bobath MemorialHospital낙상 험 사정도구(Bobath Memorial

HospitalFallRiskAssessmentScale,BMFRAS)

이 도구는 국내에서 노인과 재활환자를 상으로 개발된 도구로 총 8개의 항목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이,낙상 과거력,활동 수 ,의식상태,의사소통, 험 요

인 수(수면장애,배뇨장애,설사,시력장애,어지러움,우울,흥분,불안), 련 질환 수

(뇌졸 ,고 압, 압,치매, 킨슨 질환,골다공증,신장장애, 염 포함한 근

골격계 질환,발작장애)그리고 약물 수(고 압제,이뇨제,강심제,최면진정제,항우

울제,항불안제,항 킨슨제,항 간제)를 포함한다.구체 으로 나이가 60세 미만은

0 ,60-69세는 1 ,70-79세 2 ,80세 이상은 3 으로 측정하며,낙상 과거력이 없

으면 0 ,지난 1년 이내 낙상 한 이 있으면 1 ,지난 1-5개월 이내 낙상은 2 ,

지난 4주 이내 낙상은 3 으로 측정한다.활동 수 은 와상상태나 스스로 보행가능

한 경우 0 ,1명 이상의 많은 도움으로 휠체어 이동이 가능하면(지속 인 sitting

유지 어려움)1 ,1명의 약간의 도움으로 휠체어 이동이 가능(stacticstanding가

능)하면 5 ,보조기나 한 사람의 도움으로 보행이 가능하면 8 으로 측정한다.의

식상태는 시간,장소,사람에 한 지남력이 있으면(oriented)0 ,평가할 수 없으면

(uncheckable)2 ,사람과 장소에 한 2가지 지남력만 있으면 4 ,사람에 한

한가지 지남력만 있으면 6 ,지남력이 없으면(disoriented)8 으로 측정한다.의사

소통이 정상이면 0 ,청력상실이 있을 경우 1 ,언어장애가 있으면 2 ,청력

언어장애가 동시에 있으면 3 으로 측정한다.수면장애,배뇨장애,설사,시력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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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러움,우울,흥분,불안 등의 낙상 험 요인이 없으면 0 ,1-2개 있으면 1 ,

3개면 2 ,4개 이상이면 3 으로 측정한다.뇌졸 ,고 압, 압,치매, 킨슨병,

골다공증,신장장애,근골격계 질환,발작장애 등 낙상과 련 질환이 없는 경우는

0 ,1-2개는 1 ,3-4개는 2 ,5개 이상이 있는 경우 3 으로 측정한다.낙상에

향을 주는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A군은 고 압제,이뇨제,강심제를 포함하며,B군

은 최면진정제,항우울제,항불안제,항 킨슨제,항 간제 등을 포함한다.A가 0개,

B가 0-2개면 0 ,A가 1-3개,B가 0-2개면 1 ,A가 0개,B가 3-6개면 2 ,A가

1-3개,B가 3-6개면 3 으로 측정한다.총 15 이상은 낙상의 고 험 군으로 분

류한다.

6)ObstetricFallRiskAssessmentScore도구 (ObstetricFallRisk

AssessmentScoreTool,OFRAS)

최근 RonaldReaganUCLA MedicalCenter에서 개발한 FallRiskAssessment

Score(OFRAS)Tool은 산모 낙상 험 요인을 6개의 항목으로 구성하 는데 다음

과 같다.과거력(낙상 과거력,침상안정 과거력,시력손실 과거력),산후 심 계

변화(기립성 압,어지럼증,빈 이나 자간 증 과거력),산후출 (추정 액손실

양 1500ml이상 ,태반조기박리 는 치태반),신경학 기능 과 마취(하지 감각의

둔화,경막 외 마취 후 시간),운동성 활동(하지 운동성),투약(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으로 동반된 부작용)로 나 어 각각의 범주 내에서 0,1,2,3의 수를 부여하

다.즉,숫자가 클수록 낙상의 험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모든 항목의 수를

합산하여 총 0-18 에서 0-2 은 험(low risk),3-4 은 간 험(moderate

risk),5 이상은 고 험(Highrisk)으로 분류한다.몇몇 험 요인은 시력손실,

압,낙상 과거력과 같이 성인의 일반 인 험요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몇몇 요인

은 임신 독증,경막 외 마취,산후 출 등과 같은 산모에게 많이 일어나는 낙상

험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다(Heafner,2013).

7) The Postepidural Fall Risk Assessment Score 도구 (The

PostepiduralFallRiskAssessmentScore,PEFRAS)

이 도구는 경막 외 마취를 시행한 환자의 낙상 험 평가를 해 개발 되었다

(Frank,Lane,& Hokason,2008).총 8개의 역으로 구성되었으며 낙상 는 경막

외 마취 과거력이 있으면 20 ,없으면 0 ,경막 외 마취 단 시간이 1시간

이내면 20 ,2시간 이내면 10 ,3시간 이내면 0 으로 측정하 다.

다리와 발을 도움 없이 들어올리고,침상 아래로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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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여 움직인 경우 0 ,움직이지 않으면 20 을 부여하 다.분만 이나 후에

마약성 진통제 사용을 측정하여 사용한 경우는 10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0 으로 측정하 다. 압이 불안정한 경우(20mmHg이상 변화)는 10 ,그 지

않다면 0 을 부여하 다.기 질환(당뇨,자간 증)이 있는 경우 10 없는 경우는

0 을 부여한다.출 양의 경우는 추정 액손실 양이 질식분만의 경우 500ml이상

는 제왕 개의 경우 1000ml이상인 경우에는 20 그 지 않은 경우에는 0 을

부여한다.무릎을 좌굴 없이 구부릴 수 있으면 0 할 수 없으면 20 을 부여한다.

각 역을 모두 합하여 총 수 50 이상인 경우에는 낙상의 험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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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이론 기틀

1.이론 기틀

Figure1.Conceptualframeworkinthisresearch

Intrinsic/Extrinsicpostpartum fallriskfactors

Tideiksaar(1989)는 낙상 발생 요인을 내인성과 외인성으로 나 고,이 두 요인

이 결합되어 낙상을 일으키게 된다고 하 다.내인성 요인 (intrinsicfactors)은 주

로 개인이 가진 특성과 련이 있고,성별,연령,낙상 경험,기왕 질환 상태,기동

성 장애,정서 상태와 인지능력,배뇨상태,감각 기능,어지러움,약물복용 음주

상태,운동력 등이 포함된다.외인성 요인 (extrinsicfactors)은 주로 환경 장애물

과 낙상 발생 당시의 상황과 련된 요인들로 가족동거상태,낙상 발생 시간,발생

장소,유형 원인 등이 포함된다(Lee,2001).

본 연구에서는 산모의 낙상 험 내인성 요인으로는 과거 경험(낙상의 과거력,

침상안정 과거력,시력손상),기 질환(당뇨,자간 증,고 압, 압,빈 ,근골결

계질환,경련),출산 후 재 문제(기립성 압,어지럼증,빈 ),산후출 (추정

액손실 양 질식분만 500ml이상/제왕 개 1000ml이상,태반조기박리 는 치태

반),하지 운동성 활동성,투약(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으로 동반된 부작용,항고

압제의 사용,경막 외 마취 는 척추마취 후 시간 등)이 있다.그 외에 추가된 내

인성 요인으로 정신 심리 요인을 들 수 있는데 구체 으로 산후 우울,피로,수면

부족 등이 해당한다.산모의 낙상 험 외인성 요인으로는 치료기구,보호자의 부재

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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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연구방법

1.연구설계

본 연구는 국내 일개 여성 문병원에 입원하여 질식분만 는 제왕 개 출산

한 산모를 상으로,문헌고찰을 통해 확인한 낙상 험 요인 체크리스트를 활용하

여 자 의무 기록지와 설문지로 산모 낙상 험 요인 수 을 확인하는 서술 조

사 연구이다.

2.연구 상

본 연구의 상자는 2015년 10월29일부터 2015년 11월 18일까지 서울에 소재하

고 있는 1개의 여성 문병원의 산부인과 병동에 질식분만 는 제왕 개 출산 한

산모 체 208명을 근 모집단으로 하고 ,다음의 연구 상자 선정기 과 제외기

을 만족하는 산모 198명 3개 산부인과 병동에 조를 구할 수 있는 80명을 편의

표집 하 다.그 연구 참여에 동의한 산모 73명을 상으로 하 다.총 73부를

배포하여 73부(회수율 100%)하고,설문지 응답이 모두 충분하여 최종 73명이 연구

상자로 포함되었다.

1)임신 36주 이상으로 2500gm 이상의 건강한 신생아를 출산한 산모

2)자연분만 후 2박3일,제왕 개수술 후 6박7일 입원기간 이내에 속한 산모

3)본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산모

4)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산모

단,1)산후 심각한 모성 합병증( 증 자간 증,감염,자궁 출 등)을 경험한

산모나,

2)선천성 기형이나 태아 산소증 등 산 이나 분만기간 태아안녕에 문제

가 있는 산모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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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 차

Figure2.Researchprocess

국내외 검색엔진을 통해 임상에서 산모 낙상 험을 사정하는데 사용빈도가

높은 7개의 낙상 험 사정도구를 선정하여,내 ,외 특성을 포함하는 총 9가지

항목으로 분류하고,각 항목별 세부내용에 해 정리하여 29개의 세부항목으로

일차 입원산모의 낙상 험요인에 한 사정 체크리스트를 구성하 다.간호학 교수

2인,산부인과 문의 2인,내과 문의 1인,산부인과 병동 간호 리자 1인으로

구성된 문가 6인에게 내용타당도(content-related validity)를 검증 받아 수정,

보완 과정을 거쳐 총 9가지 항목,세부항목 29개로 최종 체크리스트를 확정하 다.

문가 내용타당도를 통해 선정된 산모 낙상 험요인 체크리스트를 자의무기록과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 다.자료 수집은 2015년 10월 29일부터 2015년 11월

18일까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1개의 여성 문병원의 3개 산부인과 병동에

질식분만 는 제왕 개 출산 한 산모 73명을 상으로 진행하 다.

4.자료수집

본 연구는 상자의 윤리 측면을 고려하여 M 여성 병원의 기 윤리 원회

(IRB,InstitutionalReview Board)에서 연구승인(과제승인번호:MMIRB2015-7)을

받은 후 2015년 10월 29일부터 11월18일까지 산부인과 문병원인 M 여성 병원,3

개 병동에서 자료수집이 진행 되 다.산모는 질식분만 는 제왕 개 수술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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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거동 시도 시 낙상의 험이 증가하므로(Suzy& Anderson,2013),자연분만 후

병동 입실하여 첫 거동 이 ,제왕 개 수술 후 유치도뇨 제거 후 첫 거동 에,

연구자를 포함한 병동 담당간호사가 직 검진하여 연구자가 제작한 별도의 기록지

에 보고하게 하 다.그리고 분만 후 24시간 이 에 연구자가 상자를 방문하여

설문지에 응답하게 하 으며 이때 체크리스트의 직 검진 항목을 제외한 세부 항목

에 해 자 의무 기록지 설문지를 이용해 자료를 수집하 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 으로만 사용하며,설문에 필요한 일반 사항 낙상

련 자료 이외의 개인정보 수집은 하지 않았으며 데이터 추출과정에서 환자를 식

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 후 부호화하여 산에 입력하 으며 모든 자료는 비 번

호가 설정된 주 컴퓨터 한 에 장하여 분석하 다. 상자에게 연구 목 과 방법,

설문지의 취지, 상자의 익명성과 비 보장,자발 참여와 연구 도 탈퇴

도에 포기 가능함 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면 동의한 상자에 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

5.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20.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1) 상자 일반 특성 임신 후 건강은 빈도와 백분율,평균과 표 편차

등의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2)낙상 험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 다.

3) 상자 주요 특성과 낙상 험요인 간 상 계는 정규성 검정

(Kolmogorov-Smirnova,Shapiro-Wilk)을 하여,낙상 험 요인수가 정규분포

를 따르지 않아 스피어만 상 계수(Spearmancorrelationcoefficient)로 유의

성을 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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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연구결과

1.체크리스트 개발

1)낙상 험요인 확인

인터넷을 활용한 국내데이터베이스로서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한국학술정

보(KISS),한국 의학 논문데이터 베이스(KMbase), 한 의학 편집인 의회

(KoreaMed)를 통해 출 완성된 학술지 학 논문을 검색하 다.국외 데이

터베이스로서 CINAHL과 MEDLINE을 통해 검색하 다.검색어(주요어)는 '낙상

험,'낙상 험 사정도구','낙상 험 요인',‘산모 낙상’,'fallrisk','fallrisk

assesment','fallscale','postpartum fallrisk'등으로 하 다.검색을 통해 임상에

서 산모 낙상의 험을 사정하기 해 사용되고 있는 도구 사용빈도가 높은 7개

의 낙상 험 사정도구 (HendrichⅡ FallRiskModel,JohnsHopkinsHospitalFall

RiskAssessmentTool,MorseFallScale,St.Thomas'sRiskAssessmentTool

inFallingElderlyInpatients,BobathMemorialHospitalFallRiskAssessment

Scale,ObstetricFallRiskAssessmentScoreTool,ThePostEpiduralFallRisk

AssessmentScore)를 선정하여 분석하 다.각 도구 세부 항목을 총 9가지 항목

(Prior History, Preexisting illness, Present problem, Psychological state,

Motor/Activity,Medication,Hemorrhage,PatientCareEquipment,Caregiver)으

로 분류하고,각 항목별 세부내용 에 복되는 항목과 산모낙상과 련된 험요

인에 해 정리하여<부록 1> 29개의 세부항목으로 일차 입원산모의 낙상 험요

인에 한 사정 체크리스트를 구성하 다.

2)내용타당도 검증

본 연구자가 낙상의 험요인 분석 낙상 험 사정도구와 련된 문헌고찰을

통해 산모의 낙상 험 요인을 조사하여 낙상 험 요인 항목을 규명하 다.규명한

각 항목은 간호학 교수 2인,산부인과 문의 2인,내과 문의 1인,산부인과 병동

간호 리자 1인으로 구성된 문가 6인에게 내용타당도(content-relatedvalidity)

를 검증하 다.각 험요인은 ‘ 련 없음’1 ,‘다소 련 있음’2 ,‘상당히

련 있음’3 ,‘매우 련 있음’4 척도로 구성하여,의문이나 의견이 있는 문항

은 따로 기술하도록 하 다.조사 결과는 내용타당도(ContentValidityIndex[CVI])

로 측정하여,3 는 4 을 선택한 문가 수의 비율을 구하여 0.80이상인 항목

을 산모 낙상 험요인 항목으로 선정하 다.수정 보완한 내용으로는 3가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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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 해 삭제 요청이 있었으며,부분 으로 내용 수정과 항목 세분화 항목 변

경이 필요한 세부항목이 있었다. 문가의 내용타당도에 근거하여 수정한 내용은

기 질환(Preexistingillness)항목에서 산모의 낙상과 크게 련 없는 질환으로 선

정된 골다공증(Osteoporosis),신장질환(Kidneydisease)항목이 삭제되었고 출산 후

문제(Presentproblem)항목에서 소 감소증(Thrombocytopenia)항목이 삭제되었

다.출산 후 문제(Present problem)항목에서 세부항목으로 재 빈 (present

anemia)가 추가되었고 수면부족(sleepinsufficiency)이 정신심리상태(Psychological

state)항목으로 이동하 다.분만 /후 마약성 진통제 사용(History ofnarcotics

medicationadministrationbeforeorafterdelivery)항목이 각각 분만 마약성 진통

제 사용(Historyofnarcoticsmedicationadministrationbeforedelivery),분만 후 마

약성 진통제 사용(Historyofnarcoticsmedicationadministrationafterdelivery)로

세분화 되었다.치료기구(PatientCareEquipment)항목에서 세부항목 정맥주사/헤

린 캡(IV orHeparincap)은 정맥주사(IV line)으로 변경되었다.하지운동/활동성

(Motor/activity)항목에서 다리를 곧게 펴서 들어 올리는 검사(Straightlegraisetest)

와 무릎을 구부려 세워 둔부를 들어 올리는 검사(abletobridge)항목은 다리를 곧게 펴서

들어 올리는 검사 불능(Notabletoraisethelegagainstgravity),무릎을 구부려 세

워 둔부를 들어 올리는 검사 불능(NotAbletobridge)으로 변경하여 각 검사를 수행하

지 못하는 경우가 ‘유’,수행 할 수 있는 경우가 ‘무’로 변경되었다.보호자(Care

giver)항목에서 보호자 있음이 ‘유’,없음이 ‘무’에서 보호자 부재(NoCaregiver)로

항목을 변경하여 보호자 없는 경우 ‘유’,보호자 있는 경우 ‘무’로 변경하 다.세부

항목 3항목이 삭제되고 세분화되거나 추가된 항목이 총 3항목으로,입원산모의

낙상 험요인에 한 사정 체크리스트를 최종 총 9가지 항목,세부항목 29개로 구

성된 최종 체크리스트로 확정하 다<부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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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실태분석

(1) 자의무기록 검진을 통한 실태조사

문가 내용 타당도를 통해 선정된 산모 낙상 험요인 체크리스트는 분만 기록

지(질식분만의 경우 추정 액손실 양),수술 기록지,마취 기록지,산모 챠트(제왕

개 분만의 경우 추정 액손실 양,분만 /후 마약성 진통제 사용,항고 압제의

사용, 치태반/태반조기박리 진단),의사 처방(분만 /후 마약성 진통제 사용,항

고 압제의 사용 ),간호 기록지(경막 외 마취 는 척추마 경과시간 3시간 이내,

치료기구)등의 의무기록을 조사하여 평가하 다. 기립성 압(Orthostatic

hypotension)과 하지 운동성/활동성(Notabletoraisethelegagainstgravity/Not

abletobridge)항목은 연구시작 이 산부인과 리자를 포함한 간호사를 상

으로 병동 컨퍼런스에서 검진 측정방법을 교육하고,개별 교육 확인을 거

쳐 질식분만의 경우 첫 거동 ,제왕 개의 경우 정체 도뇨 제거 후 첫 거동

측정하여 연구자가 제공한 별도의 기록지에 보고하도록 하여 이 자료를 이용하

다.

(2)설문지를 통한 실태조사

설문지를 통해 임신 후 기왕력(Preexisting illness),이 낙상 과거력

(Historyofafall),이 침상안정 기간 경험(Historyofbedrest),시력손상(Visual

impairment),정신 심리 요인(Psychologicalstate),보호자 부재(NoCaregiver)와

련된 낙상 험 요인을 조사,분석하 다.

2.산모의 일반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입원 산모는 73명이며,산모의 일반 특성은 <Table1>과

같다.연령은 최소 27세에서 최고 41세로 평균 33.77세 으며 35세 이상 산모가

33명(45.2%)로 가장 많았다.직업은 무(주부)가 43명(58.9%)이 으며 교육정도는

졸이 59명(80.8%)이 부분이었다. 임신은 계획한 경우가 48명(65.8%)으로

나타났으며,임신 체 증가는 최소 1kg에서 최고 25kg로 임신 평균 체

증가는 11.38kg이었다. 10kg이상-15kg미만이 36명(49.3%)로 가장 많았으며,

5kg이상-10kg 미만이 17명(23.3%),15kg이상이 15명(20.5%),5kg미만 증가한

경우도 5명(6.8%)이 있었다.

분만 횟수는 1회가 44명(60.3%)로 가장 많았고,2회가 24명(32.9%),3회가

5명(6.8%)순으로 나타났다.유산횟수는 0회가 46명(63..0%),1회가 18명(24.7%),

2회가 5명(6.8%)3회 이상이 4명(5.5%)으로 그 최 6회까지 시술한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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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이 있었다. 불임시술은 하지 않은 경우가 68명(93.2%)로 부분이었다.

분만형태는 자연분만 42명(57.5%),제왕 개 31명(42.5%)이 다.산 교실 참여는

거의하지 않거나 (38.4%) 하지 않는 경우(38.4%)가 많았으며 가끔 참여하는

경우가 15명(20.5%), 극 참여하는 경우가 2명(2.7%)이 다.

아기 성별은 남아 39명(53.4%),여아 34명(46.6%)로 비슷하 다.수유계획은

49명(67.2%)가 모유수유를 하겠다고 응답하 고 혼합수유 22명(30.1%),분유수유

2명(2.7%)순으로 응답하 다.수유 형태는 40명(54.8%)가 모자별실을,모자동실

33명(45.2%)을 원하고 있었다.아기 출생 주수는 36주 이상 41주이하의 범 으며,

아기의 평균 출생주수는 39.15주 다. 37주이상-40주 미만이 64명(87.7%)로

부분을 차지하 고,41주 이상이 7명(9.6%),37주미만이 2명(2.7%)이었으나

아기의 체 이 정상범 에 있어 일반 신생아실에서 리를 받은 경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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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range

Age(yrs) <30 13 17.8 33.77±3.74 27-41

30-34 27 37

>35 33 45.2

Occupation Yes 30 41.1

No 43 58.9

Education ≤Highschool 6 8.2

College 59 80.8

Postgraduates 8 11

Planned

pregnancy

Yes 48 65.8

No 25 34.2

Weightgain

during

pregnancy(kg)

<5

5~9.9

10~14.9

≥15

5

17

36

15

6.8

23.3

49.3

20.5

11.38±4.58 1-25

Priordelivery

(Number)

1

2

3

44

24

5

60.3

32.9

6.8

Priorabortion

(Number)

0

1

2

≥3

46

18

5

4

63.0

24.7

6.8

5.5

0-6

Assisted

Reproduction

technique(ART)

Yes

No

5

68

6.8

93.2

Typeof

delivery

Vaginal

delivery

42 57.5

C/SEC 31 42.5

Participationin

prenatal

education

Regularly 2 2.7

Table1.Generalcharacteristics

(N=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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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range

Sometimes 15 20.5

Seldom 28 38.4

None 28 38.4

Genderofthe

Newborn

Male 39 53.4

Female 34 46.6

Feedingplan Breastfeeding 49 67.2

Mixedfeeding 22 30.1

Bottlefeeding 2 2.7

Feedingplace Rooming-in 33 45.2

Rooming-

seperate

40 54.8

Gestational

age(Wks)

ofnewbornat

birth

<37wks

37-40wks

≥41wks

2

64

7

2.7

87.7

9.6

39.15±1.15 36.29

-41.86

3.산모의 임신 후 건강

산모의 임신 후 건강상태는 <Table2>와 같다.임신 낙상경험은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경우가 4명(5.5%)있었고 낙상 시 평균 임신 주수는 14.75주 다.

정신을 잃지는 않았지만 심을 잃고 넘어진 경우도 6명(8.2%)이 으며 이때의

평균 임시주수는 23.17주로 나타났다. 임신 침상 안정 기간 경험자는

8명(11%)이 으며,평균 침상안정 기간은 6.22주 이 다.

임신 기왕력은 결핵이 3명(4.1%), 압 2명(2.7%),고 압 2명(2.7%),

간염이 3명(4.1%), 갑상선질환이 2명(2.7%), 기타 4명(5.5%)이 으며,

기타질환으로는 소 감소증,천식,신우신염,심근염으로 나타났다.임신 이후

진단받은 질환은 임신성 당뇨 14명(18.2%), 갑상선질환 13명(16.8%), 빈

1명(1.3%),기타 3명(3.9%)이 으며 기타질환으로는 폐부종,소양증,자궁근종으로

응답하 다.

임신 평소 운동은 주당 1시간 미만이 25명(34.3%)로 가장 많았고, 하지

않음이 20명(27.4%),2시간이상/주 15명(20.5%),1시간 이상-2시간 미만/주 가

13명(17.8%)이었다.임신기간 운동은 주당 1시간 미만이 33명(45.2%)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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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고, 하지 않음이 16명(22%),3시간이상/주 17명(23.2%),1시간 이상-2시간

미만/주 가 7명(9.6%)이었다.

산모 지난 일주일 이내에 수면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51명(69.9%)이었으며,부족하지 않다는 22명(30.1%)이었다.출산 후 재 통증 은

0-10 scale에서 73명 모두가 통증이 1 이상으로 응답하 고 1-4 이

19명(26.0%),5-10 으로 응답한 경우가 54명(74%)로 평균 5.68 이었다.출산 후

재 우울 정도는 0-10 scale에서 1-4 이 38명(51%)이 으며 5-10 이

7명(9.8%),0 이 28명(39.2%)로 나타났다.출산 후 평균 우울정도는 2.60이었다.

출산 후 재 피로도 정도는 0-10 scale에서 5 이상인 경우가 48명(65.7%),

1-4 이 24명(32.9%),없음이 1명(1.4%)로 평균 5.20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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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Range

Historyofafall

during

pregnancy

Lossof

consciousness

Yes

No

4

69

5.5

94.5

Gestational

age(wks)

14.75±3.77 12-20

Slipdown

Yes

No

6

67

8.2

91.8

23.17±10.42 12-35

Bedrest

period(wks)

Bedrestduring

pregnancy

Yes 8 11.0 6.22±3.07 2-12

No 65 89.0

Pastmedical

historybefore

pregnancy

Hypotension 2 2.7

Hypertension 2 2.7

Tuberculosis 3 4.1

Hepatitis 3 4.1

Thyroiddisorder 2 2.7

Etc. 4 5.5

None 57 78.2

Diseases

diagnosedduring

pregnancy†

Thyroiddisorder

Gestational

diabetes

Anemia

Etc

13

14

1

3

16.9

18.2

1.3

3.9

None 46 59.7

Exercisebefore

pregnancy

≥2hrs/wk 15 20.5

1-2hr/wk 13 17.8

<1hr/wk 25 34.3

None 20 27.4

Table2. Healthcharacteristics from prepregnancytopostpartum

(N=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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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Range

Exerciseduring

pregnancy

≥3hrs/wk 17 23.2

1-2hrs/wk 7 9.6

<1hr/wk 33 45.2

None 16 22.0

Sleep

insufficiency‡

Yes 51 69.9

No 22 30.1

Postpartum

discomfort

Pain

(0-10)

No

1-4

5-10

0

19

54

0.0

26.0

74.0

5.68±1.90

Depression

(0-10)

No

1-4

5-10

28

38

7

39.2

51.0

9.8

2.60±0.52

Fatigue

(0-10)

No

1-4

5-10

1

24

48

1.4

32.9

65.7

5.20±2.25

† MultipleResponses

‡Withinthelastweek

4.산모의 낙상 험요인

낙상 험요인 총 29개 에서 각 입원 산모에게서 “ ”로 확인된 요인

건수는 최소 3에서 최 11로,산모 당 평균 험요인 수는 6.52±1.98이었으며

앙값은 6.00,최빈값은 5.00와 7.00이었다(Figure2).각 낙상 험요인에 “ ”로

확인된 건수와 이를 1 으로 환산하여 항목별 낙상 험 수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3>.

과거력 항목 에서 임신 후에 낙상을 경험한 경우가 16명(21.9%),

침상안정기간이 있는 경우가 8명(11%)이 고,시력 손상이 있는 경우는 없어,

과거력 항목 총 3 요인에 한 낙상 험요인 건수는 24건으로, 평균

낙상 험 수는 0.32±0.59 이었다.

기 질환으로는 임신성당뇨 14명(19.2%), 빈 14명(19.2%), 임신 자간증

3명(4.1%), 압 1명(1.4%)순이었다.고 압,근골격계 질환,발작질환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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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없었다.기 질환 항목 총 8요인에 한 낙상 험요인건수는 총 33건으로,

평균 낙상 험 수는 0.45±0.62 이었다.

출산 후 재 문제 항목 에서 출산 후 재 어지러움을 경험하는 산모는

41명(56.2%)이었으며, 26명(35.8%)이 기립성 압이 있었다. 질식분만 는

제왕 개 수술 이후 1일 액검사 결과 빈 이 있는 경우는 38명(52.1%)으로

나타났다.출산 후 재 문제 항복 총 3요인에 한 험요인 건수는 총 105

건으로 평균 낙상 험 수는 1.44±1.02 이었다.

정신심리 상태 항목 에서 산후 우울감은 0-10 범 0으로 응답한

경우는 우울감을 느끼지 않은 경우이며,1-10으로 응답한 경우는 우울감을

느낀 경우로 분류하 을 때,산후 우울감을 경험하는 산모는 총 45명(61.6%)이었다.

산후 피로감의 경우도 1이상으로 응답한 경우는 72명(98.6%) 이 으며,

수면부족은 51명(69.9%)이 경험한다고 응답하 다.정신심리 상태 항목의 총

3요인에 한 험요인 건수는 총 168건으로 평균 낙상 험 수는 2.30±0.66

이었다.

운동성과 활동성은 다리를 곧게 펴서 들어 올리는 검사를 할 수 없는지와

무릎을 구부려 세워 둔부를 들어 올리는 검사를 할 수 없는지 여부로 측정하 다.

즉,유’라고 체크한 경우에 검사를 수행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측정시 에 모든

산모가 수행 가능하여 운동성 활동성 항목의 험요인 건수와 평균

낙상 험 수는 각각 0이었다.

투약 항목 에서 분만 진정제를 사용한 경우는 71명(97.3%)이었으며 분만

이후 진정제를 사용한 경우는 28명(38.4%)이었다.경막 외 마취 는 척추마취

경과시간 3시간 이내인 경우는 2명(2.7%) 으며 분만 동안 항고 압제 사용은

1명(1.4%)이었다.투약 항목 총 4요인에 한 험요인건수는 총 102건으로 평균

낙상 험 수는 1.40±0.57이었다.

출 은 질식 분만에서 추정 실 양 >500ml이거나 제왕 개시>1000ml이상인

경우는 9명(12.3%)으로 나타났다.출 항목 2항목에 한 험요인 건수는 총

9건으로 평균 낙상 험 수는 0.12±0.33이었다.

치료기구로는 조사시 에 정맥 주사 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44명(60.3%)

이었으며 정체 도뇨 기타 배액 을 하고 있는 경우는 없었다.치료기구 항목

3 요인에 한 평균 험요인 건수는 총 44건으로 평균 낙상 험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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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49 이었다.

입원 부분 보호자가 함께 있었으나 3명(4.1%)은 보호자 없이 혼자 입원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호자 부재 항목에 한 험건수는 총 3건으로,평균

낙상 험 수는 0.04±0.19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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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Scoring
1.Priorhistory HistoryofFall

Yes

No

16

57

21.9

78.1

1

0

HistoryofBedrest

Yes

No

8

65

11.0

89.0

1

0

Visualimpairment

Yes

No

0

73

0.0

100.0

1

0

Totalscoreofthe

category(M±SD)

24

(0.32±0.59)

3

2.Preexistingillness Gestationaldiabetes 14 19.2 1

(YES) Diabetes 1 1.4 1

Preeclampsia 3 4.1 1

Hypertension 0 0.0 1

Hypotension 1 1.4 1

Anemia 14 19.2 1

Musculoskeletaldisease 0 0 1

Seizure 0 0 1

Totalscoreofthe

category(M±SD)

33

(0.45±0.62)

8

3.Presentproblem

(YES)

Orthostatichypotension 26 35.8 1

Dizziness 41 56.2 1

PresentAnemia 38 52.1 1

Totalscoreofthe

category(M±SD)

105

(1.44±1.02)

3

4.Psychological

status

Depression

0

1-10

28

45

38.4

61.6

0

1

Fatigue

0

1-10

1

72

1.4

98.6

0

1

SleepInsufficiency

Yes

No

51

22

69.9

30.1

1

0

Totalscoreofthe

category(M±SD)

168

(2.30±0.66)

3

Table3.RiskfactorsofaFall

(N=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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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Scoring
5.Motor/Activity

(YES)

Notabletoraisetheleg

againstgravity

0 0.0 1

Notabletobridge(lifthip

upwithkneesbentat90°)

0 0.0 1

Totalscoreofthe

category(M±SD)

0

(0.00)

2

6.Medication

(YES)

Narcoticsbeforedelivery 71 97.3 1

Narcoticsafter delivery 28 38.4 1

Epidural/spinalanesthesia

lessthan3hrs

2 2.7 1

Antihypertensives

administrationduring

delivery

1 1.4 1

Totalscoreofthe

category(M±SD)

102

(1.40±0.57)

4

7.Hemorrhage

(YES)

EBL>500mlSVD　or

>1000mlC/SEC

9 12.3

Placentaabruption/Previa 0 0.0

Totalscoreofthe

category(M±SD)

9

(0.12±0.33)

2

8.Patientcare

equipment

(YES)

IVline 44 60.3 1

Indwellingcatheters 0 0.0 1

Otherdrainagecatheters 0 0.0 1

Totalscoreofthe

category(M±SD)

44

(0.60±0.49)

3

9.Nocaregiver

(YES)

3 4.1 1

Totalscoreofthe

category(M±SD)

3

(0.04±0.19)

1

Totalnumber

ofriskfactorsper

person

Range (Possiblerange)

3-11 (0-29)

M±SD(Median,Mode)

6.52±1.98(6.00,5.00and7.00)

Note.EBL=　EstimatedBloodLoss　SVD=SpontaneousVaginalDelivery

C/SEC=Cesarean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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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3.Totalnumberofriskfactorsamongthestudysamples

5.산모의 주요 일반 특성과 낙상 험 요인 수 간

상 계

산모의 주요 일반 특성과 낙상 험 요인 수 상 계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낙상 험요인 수와 산모연령(r=-0.132, p<0.05)는 유의한 음의

상 계가 있으며,낙상 험요인 수와 출산 후 통증정도 (r=0.303,p<0.001)사이에

유의한 양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즉,산모연령이 낮을수록 험요인

수가 증가하고,산후 통증정도가 높을수록 낙상 험요인수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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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ofthe

pregnancy

Gestationalageof

newbornatbirth

PriorNumberof

abortion

Bodyweightgain

duringpregnancy

Postpartum pain Postpartum

depression

Postpartum

fatigue

Numberofrisk

factors

-0.132* -0.002 0.173 -0.144 0.347** 0.137 0.212

Table4.Correlationbetweenmajorvariablesandnumberofriskfactors

(N=73)

*p<.05,**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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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례분석

자료수집 기간인 2015년 10월 29일부터 2015년 11월 18일까지 총 208건의 분만

산모 ,4건의 낙상(1.92%)이 있었으며 3명이 자료수집에 참여 하 다.

A 사례는 만 31세,재태연령 41주 1일 유도분만 해 분만실로 입원하여

11월 3일 20시 38분에 남아 3206g출산 한 산모 다.출산 후 병실로 11월 3일

23:00시에 분만실 간호사와 함께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 다.11월 4일 00:50분에 첫

배뇨를 해 거동하기 원하여 담당간호사가 침상 에서 산모의 하지 운동성

테스트를 하 고 결과 모두 검사를 수행할 수 있었다.다음으로 워있을 때와 3분

이내에 일어서서 압을 확인하는 기립성 압 테스트를 하 으며 이완기 압의

차이가 10mmHg 이상으로 확인되었다.담당간호사는 낙상주의사항을 설명하고

보호자와 함께 부축해서 화장실로 이동하도록 안내하고 병실을 나왔다.잠시 후

보호자가 산모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 다시 담당 간호사가 병실로 갔더니

산모는 침 에 주 앉아 있었으며 보호자가 에서 붙잡고 있었다.당시 산모

의식은 명료하 고 잠시 정신을 잃었다고 하 으며 배뇨시도는 실패하 다.

설문지와 checklist는 책임연구자가 연구동의하에 11월 4일 16시에 시행하 다.

B사례는 만 27세 ,재태연령 38주 3일,양막 수로 분만실에 입원하여 11월

9일 05시 42분에 여아 2890g을 출산한 산모 다.11월 9일 08:15시에 분만실

간호사와 함께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 다.10:05분에 첫 배뇨를 해 거동하기

원하여 담당간호사가 침상 에서 산모의 하지 운동성 테스트를 하 고 결과 모두

검사를 수행할 수 있었다.다음으로 워있을 때의 압과 3분 이내에 일어서서

압을 확인하는 기립성 압 테스트를 하 으며 수축기 압의 차이가 20mmHg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담당간호사는 낙상주의사항을 설명하고 보호자와 함께

부축해서 화장실로 이동하도록 안내하고 병실을 나왔다.잠시 후 보호자(모)가

간호사실로 나와 산모가 숨을 잘 못 쉬는 것 같다고 하 고 간호사가 병실로 가자

배우자 부축 하에 산모는 변기에 앉아 있었으며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당시 의식은 명료하 다.5분정도 안정을 취한 후 다시 일어서서 움직이려

하자 다시 뒤로 처지면서 주 앉았다.창백하 으나 정신은 명료하 다.5분간

추가로 안정을 취한 후 간호사가 부축하여 침 로 움직여 안정을 취하 다.

설문지와 checklist는 책임연구자가 연구동의하에 11월 9일 17시에 시행하 다.

C사례는 만 31세,재태연령 39주로,분만진통으로 분만실로 입원하여 11월 12일

21:06시에 여아 3449g출산한 산모이다.11월 13일 00시25분에 분만실 간호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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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분만실에서 병실로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여 담당간호사가 부축하여 침 로

이동하기 해 휠체어에서 일어났을 때 정신을 잃고 다시 휠체어로 주 앉았다.

의식은 곧 회복되었고 분만실간호사와 담당간호사가 부축하여 침 로 눕혔다.

담당간호사가 침상 에서 산모의 하지 운동성을 검사하 고 모두 수행 가능하 다.

안정 후 첫 배뇨 시도 해 거동하기 기립성 압 테스트를 시행하 고 워

있다가 3분 이내에 일어섰을 때 수축기 압은 20mmHg이상,이완기 압은

10mmHg이상으로 모두 감소하 으며,어지러움을 호소하여 침상에서 배뇨를

시도하도록 하 다.설문지와 checklist는 책임연구자가 연구동의하에 11월 13일

11시에 시행하 다.

세 사례에서 산모의 주요 일반 특성은 <Table5>와 같다.산모의 평균

연령은 29.7세로 본 연구 상 연령 33.7세 보다 낮았으며 낙상 험요인 수는 A는 8,

B는 7,C는 8로 나타났다.본 연구 상자 평균 낙상 험요인 수는 6.25(range

3-11)이 다.3 사례 산모의 공통 인 특성은 분만횟수가 1회인 산모이며

유산력은 없었다. 3사례 모두 불임시술로 인한 임신이 아니고,분만형태는 자연

질식 분만이다.3사례에서 모두 설문조사 시 (분만 24시간 이내)에 통증이 있다고

했으며 그 2사례에 통증 수가 5 이상이며 평균 5.33 이었다.3사례 2

사례는 임신 과 임신 후 운동 시간이 일주일에 1시간 미만이거나 하지

않았으며 3사례 특징 으로 한 사례에서 임신 체 증가가 3Kg이었다.

한 3사례 한 사례는 이 낙상 과거력이 있었으며,다른 사례에서는 임신

이후 진단 받은 질환으로 임신성 당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 사례에서 산모의 낙상 험 체크리스트는 <Table6>에서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산모 낙상 험 사정 체크리스트 상 3 사례 모두에서 기립성 압이

있었으며 ,설문조사 시 (분만 24시간 이내)에 어지러움,피로를 호소했으며 분만

1일 후 빈 상태이고,분만 경막 외 마취를 하 다.세 사례 2사례에서는

정맥 주사를 가지고 있었다.세 사례 2사례에서 첫 배뇨를 하여 거동하여

배뇨 시도 후에 정신을 잃고 주 앉는 낙상이 있었으며 1사례에서는 경막 외

마취를 단한지 3시간 이내 다.세 사례에서 모두 보호자 는 간호사가 함께

있어 낙상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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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llriskfactors A B C

Age 31 27 31

Occupation Yes Yes No

Education college college college

Plannedpregnancy No No Yes

Weightgainduring

pregnancy(kg)

15 3 9

Delivery(Number) 1 1 1

Priorabortion(Number) 0 0 0

AssistedReproduction

technique(ART)

No No No

Typeofdelivery NSVD NSVD NSVD

Participationin

prenataleducation

Seldom Sometimes Seldom

Genderofthenewborn Male Female Female

Feedingplan Mixed

feeding

Breast

feeding

Breast

feeding

Feedingplace Rooming

separate

Rooming-in Rooming-in

Gestationalage(Wks) 41+1 38+3 39

Historyofafallduring

pregnancy

None None Yes

(IUP16wks)

Pastmedicalhystory

beforepregnancy

Tuberculosis None None

Table5.Characteristicsofthefallencases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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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llriskfactors A B C

Diseasesdiagnosed

duringpregnancy

None Gestational

diabetes

None

Exercisebefore

pregnancy

1-2hr/wk <1hr/wk None

Bedrestduring

pregnancy

None None None

Exerciseduring

pregnancy

≥2hrs/wk <1hr/wk None

Sleepinsufficiency No No Yes

Pain(0-10) 5 4 7

Depression(0-10) 2 0 0

Fatigue(0-10) 2 3 5

A B C

PriorHistory Historyofafall √

Historyofbedrest

Visualimpairment

Preexisting

illness

Gestationaldiabetes √

Diabetes

Preeclampsia

Hypertension

Hypotension

Anemia √

muscularskeletaldisease

Seizure

Note.NSVD=NormalSpontaneousVaginalDelivery IUP=IntrauterinePeriod

Table6.Fallriskfactorsassessmentchecklistforthefallencases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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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Presentproblem Orthostatichypotension √ √ √

Dizziness √ √ √

Presentanemia √ √ √

Psychological

state

Depression √

Fatigue √ √ √

sleepinsufficiency √

Motor/Activity Notabletoraisetheleg

againstgravity

NotAbletobridge(lifthipup

withknees bentat90°)

Medication Historyofnarcoticsmedication

administrationbeforedelivery

(IV,IM,epidural,spinal)

√ √ √

Historyofnarcoticsmedication

administrationafterdelivery

(IV,IM,epidural,spinal)

Hourssinceepidural/spinal

turnedoff<3hours

√

Antihypertensivesmedication

administration duringdelivery

Hemorrhage EBL>500mlSVD/>1000mlfor

C/SEC

Dxabruptionorprevia

Patient

Care

Equipment

IVline √ √

Indwellingcatheters

Othercath.(vaginaltube,chest

tube,hemovac,etc.)

NoCaregiver

TotalNumberof

riskfactor

8 7 8

Note.EBL=　EstimatedBloodLoss 　SVD=SpontaneousVaginalDelivery

C/SEC=Cesarean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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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논 의

본 연구는 입원산모낙상 험요인 사정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개발하여,입원

산모를 상으로 낙상 험요인 실태를 악하기 해 진행되었다.본 연구에서는

입원산모를 상으로 낙상 험요인 항목을 문헌고찰과 문가 타당도에 의해

확정하 다.산모 낙상 험요인을 선정하기 해,출산 후 산모 개인의 내 ,

외 요인을 확인하고,내 요인에 신체 특성 뿐 만아니라,산후에 자주 나타날 수

있는 피로감, 우울감, 수면부족 등의 정신 심리 특성을 포함시켰으며,

외 요인으로 치료 환경 요소 외에도 산후 돌 의 한국 문화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자 존재를 고려함으로써,기존 낙상 험요인 사정도구와 차별화하 다.

국외에서 소개되어 있는 낙상 사정 도구에서도 내 ,외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규명한 낙상 험요인과는 달리 신체 건강상태를 반 하는 항목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외 요인에 있어서도 환자에게 용되고 있는 치료 장비

련 요인만을 포함하고 있다(Poeetal.,2005).

한 일반 성인 입원 환자 상황과는 다른 산모 특성을 반 하는 낙상요인을

규명하는데 있어,기존에 산모를 상으로 용할 수 있는 낙상 험요인

사정도구는 경막 외 마취를 시행한 산모에게만 용할 수 있는 도구(Frank,Lane,

& Hokason,2008)가 있으나,본 연구에서는 자연분만 산모와 제왕 개 산모의

공통 인 산후 건강상태와 기왕력을 요인으로 규명하 고,자연분만과 제왕 개

분만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치료 낙상 험요인을 통합함으로써,본 연구에서

개발한 입원산모 낙상 험요인 사정도구는 산부인과 병동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임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상 련 과거력에서 본 연구 상자의

21.9%가 임신 이 는 임신 낙상을 경험한 바 있으며,이는 임신 27%의

여성이 어도 한 번의 낙상을 경험한다는 선행 연구 (Dunning etal.,2010)와

유사하다.침상 안정 기간을 경험한 산모는 11%이었다.침상안정 기간의 주요

요인은 조기 진통인데(Heafneretal.,2013),조기진통의 발생 빈도는 체 분만의

5∼10%를 차지한다(Kaltreider,1980)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비율 이 으나 본

연구에서 침상안정 이유에 해 확인 할 수 없었다.추후 이에 한 규명이

필요하겠다.본 연구 상자 에 시력손실이 있는 산모는 없었는데,여러 노인

낙상 련 연구에서 시력손실과 낙상의 련성이 연구되고 있는 을 감안해 볼

때(Jangetal.,2010),산모의 낙상 사정도구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본 연구의 산모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은 을 볼 때,노인에게서 시력손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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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과 련한 가능성으로 측 해 볼 수 있겠다. 한 본 연구에서는 시력손실

항목 체크 시 설문지상 과거질환에 시력손실 여부 응답유무로 체크하 는데 과거

질환으로 시력손실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할 것인지,시력 하가 있으나 교정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인지,산모 낙상 험 사정에 한 항목인지 추후

이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기 질환 항목에서 임신성 당뇨와 빈 이 있는 산모가 동일하게 19.2%로 가장

많고 자간 증 4.1%, 압,당뇨 1.4%이었는데 임신성 당뇨와 빈 은 산모에게

말 신경장애나 어지러움을 높일 수 있다는 병태생리기 을 감안하여야

하겠으나(Franketal,2009)산모 낙상과 기 질환 련 선행연구가 없어 이에

한 련성 확인은 어렵지만 낙상의 험을 증가 시킬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간호사가 주의를 기울여할 기 질환으로 측 할 수 있겠다. 본 연구기간 낙상

실제사례에서도 당뇨와 빈 ,어지러움의 문제를 경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출산 후 문제 항목에서 분만 후 병실로 이송된 후 첫 거동 시 기립성 압이

35.8%,어지러움 증이 56.2%,분만 후 1일에 빈 이 52.1%의 상자에게서

경험하고 있음이 나타났다.이는 선행연구가 없어 수치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임신한 여성이 출산 후 일어섰을 때 심 계 변화에 히 처기 이 작용하지

못하면 기립성 압을 유발하게 되고(Aldrete,1998),분만 출 은 출산 후

빈 이나 압,기립성 압 등을 유발할 수 있 있음을 감안하여(Bingham,

Lyndon,Lagrew,& Main,2011)출산 후 모든 산모에게서 낙상의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임을 측할 수 있겠다.

한편,정신 심리 상태 항목에서 98.6%의 상자가 분만 후 당일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고,61.6%에서 우울감을,66.9%에서 수면부족을 호소하 다.산후 우울

감의 발생빈도를 50-70%로 본 선행연구(Lee,1990)가 있으며,산후 피로의 빈도에

한 것은 연구마다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체로 65-90%의 산모가 피로를 호소한

다는 선행연구(Drake& Verhulst,1988;Fawcett,1981;Fawcett& York,1986)가 있

다. 한 노인에게서 우울이 집 력의 감소로 단력의 착오가 생길 수 있고 험

환경에 한 지각을 못하고 신체활동정도를 감소시켜 낙상의 험을 증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Yum,2001)와 수면의 질이 낙상과 련 있다는 선행연구

(Huang,etal.,2003)가 있다.선행연구에서는 검증된 도구를 이용하여 우울감과 피

로를 측정하 으나,본 연구에서 편의상 피로감,우울감을 0-10 범주로 하여 1

이상의 경우 피로감 는 우울감이 있는 것으로 보아 험요인으로 체크 하 므로

추 후 연구에서 검증된 도구를 활용하여 산후 우울과 수면부족 산 후 피로감의

상호 련성과 낙상과의 련 경로를 확인하는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본 연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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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실제 낙상이 보고 된 3사례에서도 공통 으로 기립성 압과 어지러움증,

재 빈 등의 건강문제와 피로감이 확인되었는데,이러한 신체 ,심리 불편감

과 낙상과의 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하지 운동성 활동성 평가를 해 상자 모두가 다리를 곧게 펴서 들어 올

리는 검사와 무릎을 구부려 세워 둔부를 들어 올리는 검사를 수행하 다.본 연구

에서 검진 시 을 질식분만 산모는 첫 거동 이 ,제왕 개 산모는 정체 도뇨 을

제거 후 첫 거동 으로 낙상 험시 을 정하 는데,산모의 분만 후 경과시간에

따른 낙상 험정도에 해 분만 직후나 병동 도착 직후 등과 같은 다양한 시 에

서 사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투약 항목에서 분만 진정제의 사용은 97.3%로 부분의 산모에게

투여되었으며 분만 후 진정제의 사용은 38.4%이므로 간호사는 분만 과 후 진정제

를 사용하는 산모에게 낙상 방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강조해야 할 것이

다.경막 외 마취 는 척추 마취 경과시간 3시간 이내는 2.7%인데,연구시 이 연

구 결과에 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 되므로 다양한 시 에서 확 하여 확인 할

필요가 있겠다.

출 항목에서 추정 실 양이 질식분만에서 500ml이상 는 제왕 개 시

1000ml이상인 경우는 12.3%이 는데 출 이 량성 쇼크를 일으키거나 출산 후

빈 , 압,기립성 압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요인(Bingham,Lyndon,

Lagrew & Main,2011)임을 감안하여,출 요인을 산모 낙상의 우선순 로 고려할

수 있겠다.

치료기구 항목에서 상자는 정맥 주사 을 가지고 있는 산모가 60.3%이었으

며 상자 에 정체 도뇨 이나 다른 도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었다.성인

상연구에서는 정맥라인을 갖고 있는 경우 험요인이 되지만 아동을 상으로 한

연구(Choetal.,2013)에서는 정맥라인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낙상이 더 많이 발생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인을 상으로한 다른 낙상 험도구(Hill-Rodriguezet

al.,2009)에서는 정맥라인을 낙상 험요인으로 포함시키고 있어 치료기구나 장비착

용에 한 항목은 일 성이 없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따라서 외인 요인 치료

환경 요인에 해 추후 규명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 상자에게서 정체 도뇨

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없는 것은 제왕 개 수술 후 부분의 산모가 정체 도뇨

을 가지고 있으나,연구 시 인 첫 기동 시에는 이를 제거한 이후 기 때문에 나

타난 결과이다.

입원환자의 낙상요인과 보호자의 연 성에 한 선행연구(Kwon,2011)에서 연

령 별로는 낙상발생 시 보호자의 유무가 요한 연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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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본 연구에서 보호자가 없는 경우 4.1% 이외 거의 모든 산모에게서 산후 돌 을

한 보호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 산후 조리 문화로 인한 향이라

할 수 있는데,임상상황에서 보호자가 없거나 일시 으로 돌 자가 없는 경우

낙상 방교육을 강화해야 하며,간호사가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산후 산모에게서 나타난 낙상 험 요인은 총 29개요인 평균 6.52개를 확인

할 수 있었다.산모 특성과 낙상 험요인 수와의 련성을 분석하 을 때,산모 연

령과 산후 통증정도가 낙상 험요인 수와 통계 으로 유의한 상 성이 있었다.임

신한 20-24세의 여성이 35세이상 여성보다 활동 이어서 거의 약 2배 낙상 험이

높다는 선행 연구(Weissetal.,2007)를 참고했을 때,산모 연령이 낮을수록 낙상

험요인수가 증가하는 본 연구와 유사하 다.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출산 후 산모를

상자로 하 고 연령의 범 가 27세-41세로 연령 가 높아 산모연령과 낙상 험요

인의 련성 결과에 제한 이 있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낙상 3사례에서 피로감과 통증을 모두 호소하 는데,피로평균 수가

3.33,통증평균 수가 5.33 으로 73명의 체 상자와 비교했을 때 평균피로 수

5.20,평균 통증 수 5.68보다 다소 낮은 편이었지만,낙상 경험이 있는 노인에게서

비 낙상경험 노인보다 통증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온 선행연구(Yoo & Lee,

2009)가 있어,향후 낙상산모와 비 낙상 산모간의 통증정도 비교 연구를 통해

통증의 향을 추후 분석함과 동시에 심리 변인,신체 변인과 통증과의

상호연 성을 밝히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제 낙상발생 사례의 경우 모두 자연 질식분만 산모 으며 분만 5시간 이내의

기 거동 시 으므로 후속연구를 통해 분만유형을 고려해,분만 후 어느 시 에서

낙상 험이 높은 지를 밝힐 필요가 있겠다. 한 연구 상 체 73명의

낙상 험요인 수 평균 6.52임에 비해 실제 낙상이 발생 한 3사례의 경우 7.67

으로 다소 높은 결과를 보 는데 추후에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반복 인 연구를

통해 산모 낙상 험정도를 반 하는 낙상 험지수를 결정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 은 다음과 같다.

1)본 연구에 참여한 상자는 일개 여성 문병원에 입원한 산모 으므로,

지역 수 과 의료 환경, 상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 다.

2)연구진행과정에서 낙상 험요인을 질식분만의 경우 병동 도착 후 첫

거동 ,제왕 개의 경우 정체 도뇨 제거 후 첫 거동 에 측정하여

자연분만 산모와 제왕 개 산모의 낙상 험요인 사정 시 에 차이를

둠으로써 분만유형에 계없이 산후 경과 시간에 따른 낙상 험 정도를

확인하지 못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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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본 연구에서 개발한 낙상 험 요인 체크리스트는 산모 상으로 낙상

험요인을 규명 한 문헌과 연구가 부족하여 성인과 노인,아동 상 낙상

험요인을 참고함으로써,본 연구에서 규명한 낙상 험 요인이 산모의

특성을 모두 반 하지 못했을 것이다.

4)낙상 험 요인 체크리스트는 ‘유’,‘무’로 빠르게 간호사가 상자를 사정

할 수 있지만,낙상 사정 도구로서 민감하게 산모 낙상 험 요인의 속성을

반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5) 산모 낙상 험요인 29개에 한 상 낙상 험지수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험요인 수를 근거로 하 으므로 낙상 험정도를

반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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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제언

1.결론

본 연구는 입원산모낙상의 험 사정항목을 규명하여 낙상 험요인 실태를

악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문헌고찰은 국내외 검색엔진을 통해 임상에서

산모 낙상 험 사정에 사용빈도가 높은 7개의 낙상 험 사정도구를 선정하여

분석하여 내,외 특성을 포함하는 총 9가지 항목으로 분류하고,각 항목별

세부내용에 해 정리하여 29개의 세부항목으로 일차 입원산모의 낙상 험요인에

한 사정 체크리스트를 구성하 으며,간호학 교수 2인,산부인과 문의 2인,

내과 문의 1인,산부인과 병동 간호 리자 1인으로 구성된 문가 6인에게

내용타당도 (content-relatedvalidity)를 검증 받았다.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총

9가지 항목,세부항목 29개로 최종 체크리스트를 확정하 다.

문가 내용 타당도를 통해 선정된 산모 낙상 험요인 체크리스트를 자

의무기록과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 다.자료 수집은 2015년 10월 29일부터 2015년

11월 18일까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1개의 여성 문병원의 3개 산부인과 병동에

질식분만 는 제왕 개 출산 한 산모 73명을 상으로 진행하 다.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문헌고찰을 통해 도출해 낸 1차 체크리스트는 문가 타당도를 검증을 통해

세부내용 조정하여 총 9개의 항목 29개 세부항목의 입원 산모 낙상 험 체크

리스트를 확정하 다.

2)체크리스트와 설문지를 통해 분석한 낙상 험요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과

거력 항목에서 임신 이 는 임신 16명(21.9%)이 낙상을 경험했으며,침

상 안정 기간을 경험한 산모는 8명(11%)이었다.기 질환 항목에서 임신성 당

뇨와 빈 이 있는 산모가 각 14명(19.2%)로 가장 많았다.출산 후 문제 항목에

서 기립성 압이 26명(35.8%),어지러움이 41명(56.2%), 재 빈 이 있는

경우가 38명(52.1%)이었다.정신 심리 상태 항목에서 72명(98.6%)의 상자가

분만 후 당일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으며,45명(61.6%)에서 우울감을,51명

(66.9%)에서 수면부족을 호소하 다.하지 운동/활동성은 모든 산모가 검사를

수행할 수 있었는데 연구 조사 시 이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분만 진정제

의 사용은 71명(97.3%)로 부분의 산모에게 사용되었으며 분만 후 진정제의

사용은 28명(38.4%)이었다.출 항목에서 추정 실 량 양이 질식분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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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ml이상,제왕 개시 1000ml이상인 경우는 9명(12.3%)으로 나타났다.치료기

구 항목에서 상자는 정맥주사 을 가지고 있는 산모가 44명(60.3%)이었으며,

보호자의 부재 항목에서 보호자가 없는 경우가 3건(4.1%)이었다.

3)낙상 험과 산모의 특성과의 계는 산모의 연령이 낮을수록,통증 수가 높

을수록 낙상 험요인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 -0.132,p<0.05,r=

0.347,p<0.001).

본 연구는 재 국내 병원환경에 맞는 입원 산모의 낙상 험 사정도구가 없는

상황에서 진행된 연구로 입원산모를 상으로 낙상 련요인을 연구한 첫 시도라는

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본 연구에서 개발한 입원산모의 낙상 험요인에 한

사정 체크리스트 입원 산모의 낙상 험요인의 특성을 바탕으로,임상실무에서

낙상고 험 산모를 히 선별하기 한 효과 인 산모 낙상 험 사정도구 개발을

한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기 한다. 한,향후 낙상 고 험산모와

간호사를 상으로 낙상 방 재를 한 기 교육 자료가 될 것이다.

2.제언

1)본 연구는 입원 산모를 상으로 출산 후 특정 시 에 조사되었으므로

분만 후 다양한 산후 시간 경과에 따른 반복연구를 통해 낙상 험정도의

경향을 분석 할 필요가 있겠다.

2)본 연구는 국내 입원산모를 상으로 산후 낙상 련 요인을 규명했으므로

입원산모의 낙상 험요인을 사정하여 낙상 방을 해 실무에 용할 수 있을

것이며,실무교육 자료로도 활용하기를 제언한다.

3)본 연구에서 문헌고찰 후 문가 타당도를 통해 일차 개발된 입원산모의

낙상 험요인사정 체크리스트를 이용해 향후 신뢰도, 임상타당도,

측타당도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4)낙상 험요인 29개에 한 상 낙상 험지수를 산출하는 임상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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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FallRiskAssessmentTools

MFS STRATIFY BMFRAS JHFRAT HERM II OFRAS PEFRAS

I.IntrinsicFactors
1.PriorHistory

FallHistory

Historyofbedrest

Visual Impairment

√ √

√

√

√

√ √

√

√

√

2.PreexistingIllness

Secondarydiagnosis

Hypertension

Hypotension

Parkinson'sdisease

Stroke

Dementia

Osteoporosis

KidneyDisease

Muscularskeletaldisease

Seizure

Diabetes

Preeclampsia

√

√

√

√

√

√

√

√

√

√

√

√

√

Appendix1.ComparisonsofFallRiskAssessment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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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FallRiskAssessmentTools

MFS STRATIFY BMFRAS JHFRAT HERM II OFRAS PEFRAS

Anemia √

3.Presentproblem

Sleepproblem

Dizziness

Toiletingproblem

Eliminationproblem

Orthostatic

UnstableBloodPressure

(changeinBP>20mmHg)

√

√

√

√ √

√

√

√

√

√

4.Pshychological state

Mentalstatus

Agitation

Depression

Impulsiveness

Anxiety

Confusion

√ √

√

√

√

√

√ √

√

√

√

5.Motot/Activity/Neurologic
Function

Ambulatoryaids

Typeofgai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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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FallRiskAssessmentTools

MFS STRATIFY BMFRAS JHFRAT HERM II OFRAS PEFRAS

Levelofactivity

Getupgotest

Straightlegraisetest

Bridgetest

Teststand:BendKnees

Liftlegs,feet,andbottom off the
bedunassisted

Numbnessinthigh

Epiduraloff<3hours

√ √

√

√

√

√

√

√

√

√

6.Medication

Cardiacstimulants

Antihypersives

Diuretics

Antidepressants

Anxiolytic

Antiepileptics

Antiparkinsonism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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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FallRiskAssessmentTools

MFS STRATIFY BMFRAS JHFRAT HERM II OFRAS PEFRAS

Opoids

Sedatives

Narcotics √

√

7.Hemorhage

EBL>500mlSVD/>1000mlfor
C/SEC

Diagnosisabruptionorprevia

√

√

√

8.Others

Sex

Age √ √

√

1. ExtrinsicFactors
Patientcare Equipment

IVline

Chesttube

Indwellingcatheters

√ √

√

√

Note.MFS=MorseFallScale STRATIFY=St.Thomas'sRiskAssessmentToolinFallingElderlyInpatients

BMFRAS=BobathMemorialHospitalFallRiskAssessmentScale 　JHFRAT=JohnsHopkinsHospitalFallRiskAssessmentTool

HERM II=HendrichⅡ FallRiskModel OFRAS=ObstetricFallRiskAssessmentScoreTool

PERAS=ThePostEpiduralFallRiskAssessmentScore EBL=　EstimatedBloodLoss 　SVD=SpontaneousVaginalDelivery C/SEC=Cesarean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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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No

Prior History History ofafall
History ofbedrest

Visual impairment

Preexisting

illness

Gestational diabetes

Diabetes

Preeclampsia

Hypertension

Hypotension

Anemia

muscularskeletaldisease

Seizure

Present

problem

Orthostatic hypotension

Dizziness

Present anemia

Psychological

state

Depression

Fatigue

sleep insufficiency
Motor/Activity Notabletoraisethelegagainstgravity

NotAble tobridge

(lifthipupwithkneesbentat90')
Medication History ofnarcoticsmedicationadministration

beforedelivery(IV,IM,epidural, spinal)

History ofnarcoticsmedicationadministration

afterdelivery(IV,IM,epidural, spinal)
Hours sinceepidural/spinalturnedoff

<3hours

Antihypertensives medicationadministration

during delivery

Hemorrhage EBL >500mlSVD/>1000mlforC/SEC
Dx abruptionorprevia

Patient

Care

Equipment

IVline
Indwelling catheters

Other cathters(vaginaltube,chest

tube,hemovac)

No Caregiver

Appendix2. FallriskfactorsassessmentChecklistlist(Final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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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유 무

과거력 낙상 과거력
침상 안정 기간

시력손상

기 질환 임신성 당뇨

당뇨

자간 증

고 압

압

빈

근골격계 질환

발작질환

출산 후 문제 기립성 압

어지러움

재 빈

정신심리 상태 우울감

피로감
수면 부족

하지

운동/활동성

다리를 곧게 펴서 들어 올리는 검사 불능
무릎을 구부려 세워 둔부를 들어 올리는 검사

불능

투약 분만 마약성 진통제 사용

(투여경로:정맥 내,근육 ,경막외,척추강 내)
분만 후 마약성 진통제 사용

(투여경로:정맥 내,근육,경막외,척추강 내)

경막외 마취 는 척추마 경과시간 3시간 이내

분만동안 항고 압제 사용
출 추정 실 양 >500ml질식분만 />1000ml

제왕 개

태반조기박리/ 치태반 진단
치료 기구 정맥주사

정체도뇨

기타배액 (질내 삽 ,흉 ,액 등)
보호자 부재

Appendix3. FallriskfactorsassessmentChecklistlist(Korean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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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5. 피험자 설명문 연구 참여 동의서

피험자 설명문

연구 주제:입원산모의 낙상 험 요인에 한 연구

이 동의서는 귀하에게 연구에 한 정보를 제공하기 하여 제공되었습니다.귀하는 본

설문에 참여할 것인지 결정하기 에 이 동의서를 신 하게 읽어 보셔야 합니다.이 연구가

왜 수행되며 무엇을 수행하는지 귀하가 이해하는 것이 요합니다.이 설문지에 하여

설명한 이 문서를 읽으면서 어떤 질문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귀하께서 궁 해 하시는 모든

질문에 한 답을 받고,귀하가 이 설문 작성에 참여하고 싶다고 결정을 내렸을 때 본 설문

작성을 시작하기 하여 이 문서에 서명해 주십시오.귀하와 이 문서에 해서 설명한 연구

책임자가 본 서식에 서명하고 자필로 해당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본 설문에 해, 험성에 해 설명을 들었음을 의미합니다. 한 이 문서에 한 귀하의

서명은 귀하께서 본 설문 참가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설문의 배경과 목

본 설문은 입원 산모의 낙상 험요인의 실태를 확인하여 효과 인 산모 낙상 험

사정도구 개발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 습니다.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자료는 추후 입원 산모들의 낙상 험 정도를 측정하여 낙상의

험성을 조기에 발견하고 방하기 한 귀한 자료가 될 것이며 오직 학문 인 목 으로만

사용되며 개인 인 일체의 사항은 비 이 유지됩니다.

본 설문에 의한 참여 결정은 귀하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모든 사항은 귀하의

자유의사에 따라 참여를 결정하거나 포기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한 설문 작성 도

언제라도 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아래의

설명을 읽어 보신 후 설문에 참여를 원하시면 자발 으로 서명 동의를 하신 분에 한하여

설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2.연구 방법:설문 연구 차

본 연구는 입원하여 출산한 산모를 상으로 하여 귀하의 자발 인 참여 의사로 설문을

진행하게 됩니다.본 설문 자료수집에는 약 60명의 환자가 참여 할 것입니다. 체

자료수집은 약 8주 정도 소요되며 체 연구기간은 략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설문작성은 1회로 완료됩니다.추후에 작성하실 것은 없습니다. 설문작성을 해 소요되는

시간은 5분-10분 정도 입니다.설문작성 시 환자에게 어떠한 험도 없습니다.설문 작성

환자분이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 설문을 진행하는 연구 책임자에게 즉시 알려주시면

필요한 조치를 받고 설문을 단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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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임상시험 참여에 따른 혜택

이번 설문 자료수집으로 여러분이 직 인 이익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여러분이 주신 설문정보를 이용하여 더 나은 측정도구 개발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4.임상시험 도 탈락

설문 참여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자발 인 의사에 의하여 참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문에 참여하신 후에도 언제라도 참여 취소를 하실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5.피해발생시 보상 책

설문 작성에 참여하시는 데 한 사례로 소정액에 해당하는 선물을 드립니다.본

설문작성에 참여하셔서 피해가 있었다고 생각되시면 연구책임자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6.비 보장

설문 내용 일부 여러분의 건강정보가 수집되게 됩니다.이러한 정보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 하도록 코딩 처리하여 분석을 진행할 것이기에 연구 책임자를 비롯한 어떤 곳에서도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식별할 수 없습니다.동의서에 귀하가 동의를 한다는 것이 이러한

코딩화된 정보의 사용을 허락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신원을 악할 수 있는 기록은 포함되지 않으며 건강정보는 귀하의

성명을 가린 채로 제공되기 때문에 자료상으로 여러분이 어디에 사는 구인지,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한 설문의 결과가 출 될 경우에도 여러분의 설문정보는 모두

폐기 처분됩니다.

귀하는 언제라도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 동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귀하께서

동의하신 것을 철회하면 연구 담당자는 귀하의 정보를 더이상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연구책임자:김서연

소속:서울 학교 간호 학/강서 미즈메디 병원

연락처 :(병원)02-2007-1641/휴 폰:010-2978-9272

기 생명윤리 원회 연구윤리 행정 간사

성명:유 주 연락처:02-2007-1726

성명:이진아 연락처:02-2007-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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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성명_____________ 생년월일______년 ____월_____일 서명__________날짜____________

연구책임자 서명__________날짜___________

동의서를 설명한 자 서명__________날짜___________

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주제:입원산모의 낙상 험 요인에 한 연구

동의서에 서명하시기 에 다음사항을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해당칸에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이 설문은 연구 목 으로 수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이 설문의 목 방법에 하여 충분히 알고 계십니까?

3.이 설문에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참여하더라도 언제든지 도에

참여를 거부하거나 단할 수 있습니다. 한 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4.이설문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재까지 알려진 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5.이 설문에 참여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상과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구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본인은 본 설문과 련된 모든 설명을 듣고 이해하 으며 모든 궁 한 사항에 하여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한 이후에 본인은 상기 연구에

참여하기를 자발 인 의사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한,본인은 본인의 건강정보를 사용하고

공유하는 것을 허락하며 동의서 사본 1부를 받게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연구책임자:김서연

소속:서울 학교 간호 학/강서 미즈메디병원

연락처 :(병원)02-2007-1641/휴 폰:010-2978-9272

기 생명윤리 원회 연구윤리 담당자

성명:유 주 연락처:02-2007-1726

성명:이진아 연락처:02-2007-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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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산모님의 출산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산모님과 아기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는 서울 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인 학원생입니다.

본 설문은 입원 산모의 낙상 험요인과 련된 요인들의 특성을 규명하여 효과 인 산모

낙상 험 사정도구 개발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 습니다.

이에 산모님께서 제공해주신 자료는 추후 입원 산모들의 낙상 험 정도를 측정하여 낙상의

험성을 조기에 발견하고 방하기 한 귀한 자료가 될 것이며 오직 학문 인 목 으로만

사용되며 개인 인 일체의 사항은 비 이 유지됩니다.이에 산모님의 참여 동의에 따라

설문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에 의한 참여 결정은 산모님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모든 사항은 귀하의 자유의사에

따라 참여를 결정하거나 포기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한 설문 작성 도 언제라도 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아래의 설명을 읽어 보신 후

설문에 참여를 원하시면 자발 으로 서명 동의를 하신 분에 한하여 설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산모님께서 응답해주시는 자료는 익명화 되어 연구목 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설문조사결과는 의료기 의 간호서비스개선에 사용될 정입니다.

질문지는 다지 선다형과 단답형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성에 약 5분-10분 정도 소요 될

것 입니다.질문에 성실히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빠른회복과 아기의 건강 그리고 행복한가정이 가꾸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귀하의 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도교수 :서울 학교 간호 학원 김혜원교수

연구자 :서울 학교 간호 학원 김서연

화번호 :010-2978-9272

E-mailseoyoun82@naver.com

본 연구의 목 을 이해하시고 연구의 자료수집을 한 설문지 작성에 동의하시기로 결정하셨으며

아래의 동의서에 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본동의서의 내용에 한설명을 들었고 충분히 이해하 으며,자발 으로 본 설문조사에

참여하기로 동의합니다.

참여자 (서명)

Appendix6.설문지

                <설문지 >

분만 일시 월 일 시

설문지 작성일 월 일 시



- 62 -

I.다음은 귀하의 일반 사항에 한 질문입니다.해당 번호에 V표 는 직 기입해

주십시오.

1.산모 연령 (만 세) 2.아기가 태어난 주수 ( )주

3.아기의 성별 1)남 2)여 4.분만횟수 ( )회

5.분만 형태 1)자연분만 2)제왕 개 6.유산횟수 ( )

7.불임 련 시술로 인한 임신 1)유( ) 2) 무

8.직업 1)유( ) 2)무( )

9.귀하의 교육정도는 어떠합니까?□ 등 졸 □ 졸 □고졸 □ 졸 □ 학원졸

10.임신 계획 여부 1)계획된 임신 2)계획되지 않은 임신

11.임신 체 ( )Kg / 재 체 ( )Kg

12. 재 수유 계획 1)모유수유 2)혼합수유 3)분유수유

13.입원 계획 인 모유수유 형태 1)모자동실 2)모자별실

II.귀하께서“임신 이 까지”경험하고 계신내용에 한 질문입니다.빠짐없이“√”표

는 직 응답해주십시오.

1.임신 이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경험 1)유 (시기: ) 2)무

2.임신 이 에 과거 질환

1) 압 2)고 압 2)당뇨 3)결핵 4)간염 5)갑상선 질환 6)근골격계 질환

7)시력장애 8)기타( )9)없다

3.양쪽시력 좌( )우( )

4.평소에 안경 는 즈 착용 여부

1)유 ( 재 안경 는 즈 착용 여부 □유 □무 ) 2)무

5.임신 이 운동 정도

1)3시간 이상/주 2)2시간 이상/주 3)1시간이상-2시간미만

4)30분이상-1시간 미만 5)30분 미만/주 6)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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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귀하의 “이번 임신 이후 출산 직 까지”과 련된 사항에 한 질문입니다.각

질문에 하여 빠짐없이“√”표로 응답 해주십시오.

1.임신 기간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경험

1) 유 (임신 몇 주: ) 2)무

2.임신 기간 정신을 잃지 않았지만 심을 잃고 넘어진 경험

1)유 (임신 몇 주: ) 2)무

3.산 교실 혹은 분만 비 교실 참여

1) 안했다 2)거의 안했다 3)가끔했다 4) 극 으로 했다

4.임신 이후 새롭게 진단받은 질환 1)유( ) 2)무

5.임신 기간 운동 정도

1)3시간 이상/주 2)2시간 이상/주 3)1시간이상-2시간미만

4)30분 이상-1시간 미만 5)30분 미만/주 6) 하지 않음.

6.임신기간 침상안정 기간 있는가? 1)유( 주 ) 2) 무

7.지난 일주일 내에 본인의 수면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가? 1)유 2) 무

IV.귀하께서“출산 이후부터 지 까지”경험하고 계신내용에 한 질문입니다.빠

짐없이 “√”표 는 직 응답해주십시오.

1.출산 후 병원 입원 기간동안주로 산후조리를 도와 사람은 구 입니까?

1)친정어머니 2)시어머니 3)배우자 4)혼자 5)기타( )

2.본인이 생각하는 통증 정도

3.본인이 생각하는 산후 우울 정도

4.본인이 생각하는 산후 피로도 정도

5. 재 어지럽습니까? 1)유 2)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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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stpartum fallriskfactors in Obstetric Units 

Kim,SeoYun

DepartmentofNursing,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Kim,HaeWon,RN,Ph.D

Physiological changes after delivery, epidural anesthesia, side effects

associatedwiththeuseofnarcoticanalgesicsarelikelytopromotethefallof

postpartum women.Particulary,the risk increases atthe momentoffirst

ambulationafterdelivery.Thefallsmaycausedangerousconsequencesforboth

mothersandnewborns,aswellasdelaytherecoveryofpostpartum women.

Fallispreventableandpredictablesoitisveryimportanttoscreenthehigh

riskpatients.Sincefallassessmenttooldevelopedfrom commonadultpatients

aredifficulttoreflectthecharacteristicsofthepostpartum womenadequately,

weneedtoevaluatetheriskfactorsofafallofpostpartum womenadmittedto

koreanhospitaltodevelopanew fallassessmenttoolwhichcanbeappliedto

koreanhospital.Thisstudyisadescriptiveresearchstudytoevaluatetherisk

factorsofafallinhospitalizedpostpartum womenusingariskchecklistofa

fallfrom aliteraturereview.

Thepreliminaryfall-riskchecklistswaspreparedbyliteraturereview.After

thecontentvalidityofthepreliminarychecklistwereverifiedbytheexperts,

Postpartum fall-riskchecklistwhichconsistsof9itemswith29detailswas

finalized.From October,29,2015toNovember,18,2015,Surveywasdonetothe

73 postpartum women after vaginal or cesarean delivery using fall-risk

checklistsandquestionnairesataWomen’shospitalinSeoul.Theresultsofthis

studyareas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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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hecharacteristicsofriskfactorsoffallwasanalyzedthroughachecklist

andquestionnaireareasfollows.16pregnantwomen(21.9%)experiencedfalls

beforeorduringpregnancyand8pregnantwomen(11%)neededbedrestperiod.

Gestationaldiabetes and anemia were the mostcommon diseases with 14

women in each disease(19.2%).Afterdelivery,Therewere26women(35.8%)

withorthostatichypotension,41women(56.2%)withdizziness,38women(52.1%)

withpresentanemia.Inpsychologicalstate,72women(98.6%)feltfatigueatthe

delivery day,45 women(61.6%)feltdepressed,51 women(66.9%)feltsleep

insufficiency.Themotor/activitytestscouldbeperformedallwomen,whichis

considered to beinfluenced by thetimeofsurvey.71women(97.3%)were

treatedwithsedativebeforedeliveryand28women(38.4%)wereafterdelivery.9

women(12.3%)had a Estimated blood loss(>500mlin vaginaldelivery and

>1000mlincesareansectiondelivery).44women(60.3%)hadaIV lineand3

women(4.1%)hadnocaregiver.

2.Theyoungerageandhighpainscorewasfoundtobeassociatedwiththe

moreriskfactorsofafall(r=-0.132,p<0.05,r=0.347,p<0.001).

Thisstudycanbeworthfulinthatitisthefirsttrialtoassesstherisk

factorsofafallinhospitalizedpostpartum womenwithnoexistingassessment

toolinkoreaforthem.Thefallriskassessmentchecklistandthecharacteristics

ofriskfactorsfrom thisstudycanbeusefulscreeningtoolforthehighrisk

postpartum womeninclinicalfieldanditcanbeusedasaeducationalresource

todevelopnursinginterventionsforthehighriskwomenforfallprevention.

Keywords :postpartum fallriskfactors,fallriskassessmenttool

StudentNumber :2013-20414


	I.서론
	1.연구의 필요성
	2.연구의 목적
	3.용어의 정의

	II.문헌고찰
	1.산모와 낙상위험요인
	2.낙상위험 사정 도구

	III.이론적 기틀
	IV.연구방법
	1.연구 설계
	2.연구 대상
	3.연구 절차
	4.자료 수집
	5.자료 분석

	V.연구결과
	1.체크리스트 개발
	2.산모의 일반적 특성
	3.산모의 임신 전후 건강
	4.산모의 낙상 위험 요인
	5.산모의 주요 일반적 특성과 낙상 위험 요인수간 상관관계
	6.사례분석

	VI.논의
	VII.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