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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입원환자의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임상 자료를 활용하여 낙상 위험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예측모델과 

근거기반의 간호실무를 결합하여 간호사가 환자의 위험요인에 따라 맞춤형 

간호중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10 개의 자료원으로부터 수집한 임상 자료를 포함력(coverage), 

최신성(currency), 상세성(granularity)을 기준으로 전처리한 후, 로지스틱 회귀 

모델, Cox 비례 위험 회귀 모델, 의사결정나무 모델을 이용하여 낙상 위험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 방법론에 따라 낙상 위험 예측 

및 예방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이용한 낙상 위험 예측모델의 예측타당도는 민감도 

79.0%, 특이도 79.4%, 양성예측도 7.3%, 음성예측도 99.5%, AUC 0.859 로,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낙상위험사정도구(민감도 76.5%, 특이도 

64.0%, 양성예측도 4.2%, 음성예측도 99.3%, AUC 0.742)보다 모든 지표면에서 

우수하였다. Cox 비례 위험 회귀 모델을 이용한 낙상 위험 예측모델의 

예측타당도는 민감도 79.2%, 특이도 62.0%, 양성예측도 2.8%, 음성예측도 

99.3%, AUC 0.753 이었으며 의사결정나무모델을 이용한 예측모델은 민감도 

56.5%, 특이도 83.2%, 양성예측도 6.4%, 음성예측도 98.9%, AUC 0.729 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 모델에 포함된 낙상 위험 요인에 따라 7 개의 낙상 예방 

임상실무지침으로부터 71 개의 간호 활동 지식을 추출하였고, 3 인의 간호사가 

추출된 지식의 임상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여 총 63 개의 간호 활동 지식을 낙상 

위험 예측 및 예방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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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이 제공하는 지식에 따라 낙상 예방 활동을 수행한 경우, 

이를 간호일지에 기록할 수 있도록 63 개의 낙상 예방 활동을 98 개의 간호 

진술문에 매핑하였다.   

병원정보시스템 전문가 3 인이 낙상 위험 예측 및 예방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휴리스틱 문제를 평가한 결과, 10 개 영역의 심각도 

점수가 모두 2 점 이하로 나타났다. 낙상 위험 예측 및 예방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사용 한달 후, 간호사 14 인을 대상으로 7 점 

Likert 척도로 조사한 사용성 평가 결과에서 시스템 유용성 영역은 평균 4.41 점, 

사용 용이성 영역은 평균 4.51 점, 학습 용이성 영역은 평균 4.95 점, 만족도 

영역은 평균 4.28 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낙상 위험 예측 및 예방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이용하면 낙상 위험을 실시간으로 예측한 후, 낙상 고위험군 환자와 위험요인을 

가진 환자에게 근거 기반의 맞춤형 간호를 제공할 수 있어 간호의 질이 향상되고 

업무 효율이 증가하며 궁극적으로 낙상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낙상, 전자의무기록, 예측모델,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학번: 2016-3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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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급성기 치료 환경에서 입원환자의 낙상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이다. 국외 연구에서는 급성기 의료기관에서의 낙상 발생률을 1,000 재원일수 당 

1.3-11.5 건으로 보고(Watson, Salmoni, & Zecevic, 2015)하였고, 국내 연구에서는 

3 차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성인 환자의 낙상 발생률을 1,000 재원일수 당 1.9 건으로 

보고(Kim & Choi-Kwon, 2013)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낙상이 자가 보고에 의한 

사건보고임을 고려하면 실제 낙상 건수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낙상은 심각한 신체 손상, 심리적 불안, 운동성 저하, 독립성(자율성)의 상실과 같이 

환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재원 일수의 증가, 추가적인 검사나 시술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초래한다. 미국의 경우 2015 년 기준, 낙상으로 

인해 약 500 억 달러의 의료비를 추가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고(Florence et al., 

2018) 국내의 경우 60 세 이상의 낙상 환자로 인해 한해 1 조 3780 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추산되었다(Lee et al., 2018). 

입원환자의 낙상 문제는 간호 질 지표(nursing-sensitive measure)중 하나로 

간호사는 낙상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The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이하 JCI)은 간호사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환자의 낙상 위험을 사정하고 

사정된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간호 중재를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다(JCI, 2013). 또한 

의료기관에서 낙상 위험을 감지하는 예방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Lee, Jin, 

Piao, & Lee, 2016) 그러나 낙상 위험 사정 도구의 예측타당도는 적용 대상과 환경에 

따라 다르고, 제한된 자원과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해 낙상 고위험군 환자라 할지라도 

추가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한편, 환자가 가진 낙상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위험 요인에 따라 낙상 예방 중재를 

제공할 경우 낙상 발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liver, 2008; Wilson et al., 2016). 

결국,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를 정확히 감지하는 도구가 

필요할 뿐 아니라 낙상 위험을 높이는 위험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위험요인을 완화할 

수 있는 중재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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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하에, 사전연구에서는 연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HendrichII fall risk 

model(이하, HIIFRM)의 예측 타당도를 평가하였다(Jung & Park, 2018). 그 결과 

HIIFRM의 AUC(The area under the curve)값은 0.742로 중간 정도의 예측력(Greiner, 

Pfeiffer, & Smith, 2000)을 보였다. HIIFRM의 8 가지 지표 중 의식 저하(confusion or 

disorientation)와 낮은 이동성(get-up-and-go test)만이 낙상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연구 병원 규정상 HIIFRM 를 활용한 낙상 위험 평가는 주 

2 회(화, 토요일) 실시되고 있어 시시각각 변하는 환자의 상태를 HIIFRM 가 민감히 

반영하여 낙상 위험을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편, 전자의무기록의 빠른 도입과 확산으로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 전체와, 

종합병원의 90.6%에서 입원환자 기록이 전산화 되어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6). 

따라서 환자진료접점에서 수집된 자료를 근거 기반 지식과 함께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특정 상황에서 환자의 예후나 결과를 예측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전자의무기록에 기록된 임상자료는 자료원이 다양하고 수집되는 형태가 복잡하며 규모가 

방대하여 자료의 다양성과 양적인 부분에서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입원환자의 낙상은 환자의 내적요인뿐 아니라 환경과 같은 외적요인, 간호사가 

제공하는 간호 중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며 이들 요인 중 여러 요인이 

의료진에 의해 수집되어 전자의무기록에 매일매일 기록되고 있다(Cho, Park, & Kim, 

2008). 이렇게 기록된 전자의무기록 자료를 활용한다면 실시간으로 환자의 낙상 위험을 

예측할 수 있어 위험 환자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간호사가 낙상 위험도를 별도로 

평가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평가가 이루어져 간호 업무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위험도를 

근거 기반 지식과 결합하면 낙상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맞춤형 권고안을 제공해주는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개발도 가능하다.     

기존에 개발된 낙상 예방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으로는 Fall TIPS (Translating 

Interventions for Patient Safety)가 있다. Fall TIPS 는 낙상 위험 평가 도구인 Morse 

Fall Scale 의 평가 결과에 따라 맞춤형 간호 계획과 중재안을 제공한다(Carroll, Dykes, 

& Hurley, 2012). 한 연구에서 Fall TIPS 를 도입한 이후 낙상위험 사정 기록률과 

고위험 환자의 낙상예방 간호계획에 대한 기록률이 각각 25%씩 향상되었고 65 세 이상 

노인의 낙상발생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Dykes et al., 2010). 

그러나 Fall TIPS 는 낙상 위험 사정 시 간호사가 수기로 위험요인을 직접 입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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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간호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며 간호사의 판단에 따라 동일한 

환자의 낙상 위험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소재 일개 3 차 의료기관에서 낙상 발생률이 

가장 높은 6 개 병동에 입원한 환자의 전자의무기록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통계적, 

기계학습 기법으로 낙상 위험 예측 모델을 개발 평가하였다. 또한 개발된 낙상 위험 

예측 모델과 임상실무지침에서 추출한 지식을 결합하여 실시간으로 환자의 낙상 위험을 

예측하고, 예측된 결과에 따라 맞춤형 간호중재를 제공하는 낙상위험 예측 및 예방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개발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환자 진료 접점에서 수집된 전자의무기록 자료를 활용하여 낙상 위

험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예측된 낙상 위험에 따라 간호사에게 낙상 예방을 위한 

맞춤형 간호중재안을 제공하는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다양한 자료원에 다양한 형태로 여러 시점에 걸쳐 기록된 전자의무기록 자료를 통

합하여 낙상 위험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개발한 모델과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낙

상 위험 사정 도구의 예측타당도를 비교한다. 

2) 개발된 낙상 위험 예측 모델을 기반으로, 환자의 낙상 위험도와 위험요인, 위험요

인에 따른 맞춤형 간호중재안을 제공하는 낙상위험 예측 및 예방 임상결정지원시

스템을 개발하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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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낙상 환자 

낙상은 갑작스럽고 의도하지 않은 자세 변화로 인해 현재 몸의 위치보다 낮은 곳으로 

넘어지거나 바닥에 눕는 것(Tinetti, Speechley, & Ginter, 1988)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낙상 환자는 해당 기간내 6개 병동(신경과, 신경외과, 혈액종양내과)에 

입원한 환자 중에 의료진에 의해 낙상 상태가 감지되어 환자안전보고서에 낙상 사건으로 

보고되었거나 간호일지 내 낙상을 추정할 수 있는 9개 간호진술문(＇낙상함＇, ＇주저 

앉음＇, ＇넘어짐＇, ＇쓰러짐＇, ＇미끄러져 넘어짐＇, ＇바닥에 몸을 던짐＇, ＇침대에

서 떨어짐＇,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 중 fall down 됨＇,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 

중 slip down 됨＇) 중 어느 하나라도 기록되어 있는 환자를 의미한다. 

 

2) 자료원의 포함력 

자료원의 포함력(coverage)은 자료(data)가 실제 기록되어 있는 정도(Arts, De Keizer, 

& Scheffer, 2002)로, 자료의 충실도(completeness)를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 자료원의 포함력은 자료원 내 자료의 작성 빈도를 말하며 포함력이 높은 

자료원은 특정 변수에 대한 기록의 빈도가 높은 자료원을 의미한다.  

 

3) 자료의 최신성 

자료의 최신성(currency)은 자료가 특정 시간을 기준으로 최신(up-to-date)값을 반

영하고 있는지를 말한다(Davoudi et al., 2015).  

본 연구에서 자료의 최신성은 수집된 자료가 낙상 환자와 비 낙상 환자의 사건 기준일

로부터 얼마나 가까운 시간 내에 기록∙작성되었는지를 의미한다. 

 

4) 자료의 상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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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상세성(granularity)은 자료의 속성(attributes)과 특성(characteristics)이 상

세히 정의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Davoudi et al., 2015). 

본 연구에서 자료의 상세성은 자료가 내포하는 정보의 수준을 의미하며, 상세성이 높

은 자료는 특정 변수에 대해 풍부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통증 점수(NRS)' 자료

는 통증의 여부 및 통증의 정도를 반영하므로 '통증 있음' 이라는 자료보다 상세성이 높

다.  

 

5) 낙상 예방을 위한 맞춤형 간호 중재 

맞춤형 중재란 환자가 가지고 있는 많은 가치(values)와 개별 특성에 대한 평가에 기

반하여 사전 결정된 특정 프로토콜(predetermined specific protocol)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Lauver, Gross, Ruff, & Wells, 2004). 

본 연구에서 낙상 예방을 위한 맞춤형 간호 중재는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이 환자의 

낙상위험도와 위험요인에 따라 임상실무지침에서 추출한 낙상 예방 간호 중재 권고안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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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본 장에서는 전자의무기록 자료를 이용하여 낙상 위험 예측 모델을 개발한 연구의 현

황과 방법론을 알아보고, 낙상 예방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개발 사례에 대해 살펴보

고자 한다. 

 

1. 낙상 위험 예측 모델과 모델 개발 방법 

1) 낙상 위험 예측 모델 관련 대표 연구 고찰 

입원환자의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낙상 위험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위험 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표적으

로, Morse Fall Scale(MFS), HendrichII Fall Risk Model(HIIFRM), St. Thomas Risk 

Assessment Tool in falling elderly inpatients (STRATIFY)와 같은 낙상 위험 평가 도

구를 활용하여 입원환자의 생리적 낙상 요인을 평가하고 낙상 위험을 조기에 예측하는 

활동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낙상 위험 평가 도구는 적용 대상 및 환경에 따라 타당도가 

달랐는데, 대표적으로 HIIFRM의 민감도는 45.8-93.2%, 특이도는 35.0-89.3%로 나

타났다(Ang, Mordiffi, & Wong, 2011; Caldevilla, Costa, Teles, & Ferreira, 2013; 

Hendrich, Bender, & Nyhuis, 2003; Ivziku, Matarese, & Pedone, 2011; Jung & Park, 

2018; Kim, Mordiffi, Bee, Devi, & Evans, 2007; Lovallo, Rolandi, Rossetti, & 

Lusignani, 2010; Nassar, Helou, & Madi, 2014; Yip, Mordiffi, Wong, & Ang, 2016; 

Zhang, Wu, Lin, Jia, & Cao, 2015).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낙상 위험 평가 도구의 예측타당도의 변이가 크고, 의료기관

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이 확산됨에 따라 병원정보시스템에 집적된 임상 자료를 활용하

여 임상 현장에 적합한 낙상 위험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Lee et al. (2016)의 연구는 간호사의 추가적인 자료 수집이나 입력 없이 이미 저장된 

전자의무기록 자료를 바탕으로 낙상 위험을 자동으로 예측하는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개

발하였다.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서 4,211개의 낙상 관련 임상 자료 항목을 추출하여 

information value, 기록율, 변수선택법(후진, 전진, 단계적 변수선택)등을 활용하여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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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모델에 포함할 변수를 선정하였다. 최종 개발된 낙상 위험 예측 모델에는 연령, 최대 

맥박수, 중증환자 등록 여부, 활동성, 저나트륨혈증, 재원기간, 진료과, 병실 유형, 하루 

검사 수, 신경 및 순환계통 약물 투여가 위험 요인으로 포함되었고, 모델의 성능은 민감

도 0.95, 음성예측도 0.97, Youden index 0.44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기존 문헌에서는 발견하지 못한 저나트륨혈증이 이뇨제, 배뇨장애 등의 고전적 낙상위험

요인보다 낙상 발생에 더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이렇듯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하면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패턴을 발견할 수 있으며 추가적이고 반복적인 연구를 

통해 새로운 발견을 일반화할 수 있다.  

Marier, Olsho, Rhodes, and Spector (2016)는 minimum data set과 요양원의 전자의

무기록 자료를 이용하여 낙상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다. Minimum data set (MDS)은 미

국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가 요양원에 장기 입원하는 환자를 대

상으로 입원 및 퇴원, 환자 상태가 변할 때마다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서식으로 환자의 

낙상 위험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MDS는 특정 약물의 투약, 환경

적 요인에 대한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작성 주기도 길어(최소 분기마다) 환자의 

상태를 민감히 반영하지 못해 Marier et al. (2016)은 전자의무기록 자료를 추가로 활용

하여 MDS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낙상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변수는 문헌고찰을 

통해 선정하였고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활용하여 4개의 모형을 개발하였다. Model 1은 

MDS에서 추출한 변수만을 활용하였고, Model 2는 Model 1에 전자의무기록에서 추가로 

추출한 변수를 포함하였다. Model 3은 Model 1이 포함하는 위험 요인에 대한 자료를 전

자의무기록에서 추출한 최신의 자료로 대체하였고 Model 4는 Model 3에 전자의무기록

에서 추가로 추출한 변수를 포함하였다. 그 결과, MDS에 최신의 전자의무기록 자료로 

대체한 경우, 낙상 위험 예측 성능이 13% 향상되었다. 전자의무기록이 가지는 자료의 

최신성이 환자의 낙상 위험을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한편 Choi et al. (2017)의 연구에서는 낙상발생보고서와 전자간호기록 자료를 이용하

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입원환자의 낙상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

다. 증례기록지를 이용하여 낙상위험사정 도구, 낙상 발생 보고서, 전자간호기록 내 자료

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 BMI, 배설 변화, 보행장애, 시력장애, 청력장애 및 수면

제, 항부정맥제, 혈관확장제, 근 이완제와 같은 약물 투여가 낙상 발생에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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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et al. (2016)의 연구와 Choi et al. (2017)의 연구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낙상 위

험 예측 모델 개발 연구에서는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 사고 보고서로부터 낙상 환자를 정

의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낙상 보고가 의료진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자가 보고임을 고

려한다면 실제 낙상 발생률은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몇몇 연구에서 낙상 사고

가 과소 보고(underreported)되는 것으로 나타났다(Hill et al., 2010; Toyabe, 2012; 

Watson et al.,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병원의 낙상발생보고서뿐 아니라, 간

호일지를 함께 분석하여 낙상발생보고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낙상 환자를 

사례군으로 추가하였다.       

 

2) 낙상 위험 예측 모델 개발 방법 

(1) 로지스틱 회귀 모델과 이를 활용한 낙상 관련 연구  

로지스틱 회귀 모델은 위험을 예측하는데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통계 모델로,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추정하기 위해 종속변수를 사건 발생과 미 발생으로 양분한 이진 

변수(binary variable)를 사용하며 하나 이상의 독립변수를 포함한다. Logistic 회귀 모

델의 종속변수는 0과 1 두 값만 가지므로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 최소제곱법(OLS, 

Ordinary least squares)에 의한 계수 추정이 무의미하여 음의 값이 예측되거나 부호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Odds 변환을 통해 아래와 같이 종속변수의 범위를 −∞ 부터 ∞

로 바꿔준다. 

P(사건발생)=P(Y=1)=p,  P(사건 미 발생)=P(Y=0)=1-p 

−∞ < log
𝑝

1 − 𝑝
< ∞ 

이렇게 변환한 log
𝑝

1−𝑝
를 종속변수로 사용하면, 선형 모형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 설

명변수(독립변수)가 결합된 최종 모델 형태는 다음과 같다. 

log
𝑝

1 − 𝑝
= 𝛼 + 𝛽1𝑥1 + 𝛽2𝑥2 + ⋯ + 𝛽𝑘𝑥𝑘 

이 때 사건이 발생할 확률인 p는 다음과 같다. 

p=
𝑒𝑥𝑝𝛼+𝛽1𝑥1+𝛽2𝑥2+⋯+𝛽𝑘𝑥𝑘

1+𝑒𝑥𝑝𝛼+𝛽1𝑥1+𝛽2𝑥2+⋯+𝛽𝑘𝑥𝑘
 = 

1

1+𝑒𝑥𝑝−(𝛼+𝛽1𝑥1+𝛽2𝑥2+⋯+𝛽𝑘𝑥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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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세개의 연구(Choi et al., 2017; Lee, Jin, Piao, & Lee, 2016; Marier et 

al., 2016)를 비롯하여 낙상 위험 예측 모델 개발과 관련된 연구(Cox et al., 2015; Giles 

et al., 2006; Yokota & Ohe, 2016; Yoo, Kim, & Shin, 2015)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활용하여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다.  

낙상 위험 예측을 위한 로지스틱 회귀 모델은 종속변수를 0(낙상 미 발생), 1(낙상 발

생)로 정의한다. 

 

(2) Cox 비례 위험 회귀 모델과 이를 활용한 낙상 관련 연구 

Cox 비례 위험 회귀 모델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생존시간)과 사건 발생

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들의 관련성을 모형화 하는 준모수적 통계 모델(심진아, 

2018)이다. 미래의 특정 시간까지 생존할 환자의 순간 위험률을 위험함수 h(t)를 사용

하여 나타내며 형태는 다음과 같다. 

h(t) = ℎ0(𝑡)𝑒𝑥𝑝𝛼+𝛽1𝑥1+𝛽2𝑥2+⋯+𝛽𝑘𝑥𝑘 

기저위험함수 h0(t)는 모든 설명변수(x1, x2, …… xk)가 0일 때의 위험함수이며, 환자 i

와 환자 j의 위험비는 시간에 따라 일정(비례위험모형)하고 아래와 같이 회귀계수 β와 

설명변수값의 차이에 영향을 받는다. 

ℎ𝑖(𝑡)

ℎ𝑗(𝑡)
= 𝑒𝑥𝑝𝛽1(𝑥𝑖1−𝑥𝑗1)+⋯+𝛽𝑘(𝑥𝑖𝑘−𝑥𝑗𝑘) 

Nyberg and Gustafson (1997)은 뇌졸중환자의 낙상 위험을 평가하는 도구를 개발하

기 위해 Cox 비례 위험 회귀 분석을 이용하였다. Cox 비례 위험 회귀 모형을 활용하여 

낙상 위험을 시간의 함수(function of time)로 설명하였고 성별, ADL 저하, 배뇨장애, 자

세 불안정, 양쪽 운동성 손상, 양쪽 피질 및 백질 손상 여부, 이뇨제 및 항우울제, 진정

제 사용 등 낙상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확인하였다.  

Cox 비례 위험 회귀 모델에서 사건 발생과 사건 발생하기까지의 소요 시간 두 변수가 

종속변수로 사용되므로 낙상 위험 예측을 위한 Cox 비례 위험 회귀 모델에서는 낙상 발

생 여부(0-낙상 비 발생, 1-낙생 발생)와 입원 후 낙상 발생까지 소요 시간을 종속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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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정한다. 낙상이 발생하지 않은 대조군의 경우, 퇴원 시점에 중도 절단(censored)

된 것으로 간주한다. 

 

(3) 의사결정나무 분석과 이를 활용한 낙상 관련 연구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는 의사결정의 순서 혹은 규칙을 나무 구조로 표현하여 

관심 현상을 분류하거나 예측하는 분석기법이다(최종후 & 서두성, 1999). 선형회귀모델, 

로지스틱 회귀 모델 등 통계 모델이 여러 기본 가정을 충족(예, 정규분포)해야하고, 미 

충족 시 자료를 변환(예, log변환)함으로써 기본 가정을 충족시켜야 하나, 의사결정나무 

기법은 이러한 가정에서 자유로워 자료를 가공하거나 변환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임

상 자료와 같은 비대칭 자료(skewed data)를 분석하기 좋다(Song & Lu, 2015).  

의사결정나무는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구조(Figure 1)를 가진다. 뿌리 마디는 의사결

정나무가 시작되는 부분으로 전체자료를 가진다. 뿌리 마디로부터 가지와 잎을 가진 나

무를 생성한다. 각 알고리듬은 부모 마디로부터 분리 기준에 따라 자식 마디를 생성한다. 

자식 마디는 다시 부모 마디가 되어 위 과정을 반복하다 정지 규칙에 의해 끝마디가 되

어 과정을 멈춘다. 

 

Figure 1. Structure of decision tree 

 

의사결정나무는 설명변수의 차원 공간을 가장 순수하고 동질적인 집단(불순도의 합이 

최소)이 형성되는 최적의 형태로 반복 분할(분리)한다. 대표적인 분리 기준으로 카이제

곱 통계량과 지니 계수가 있다. 이 과정에서 종속변수에 영향력이 높은 변수가 선별되어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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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ikoglu et al. (2015) 는 특정 직업군의 낙상으로 인한 손상의 정도를 결정하는 주

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수행하였다. 낙상으로 인한 손상의 정도

는 낙상 높이, 낙상 원인, 안전 교육 여부 가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고 이들이 포함

된 모델의 예측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상 위험 예측을 위한 의사결정나무는 종속변수를 0(낙상 미 발생), 1(낙상 발생)로 

코딩한다. 

 

2. 낙상 예방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에 개별 환자에 대한 지식

을 전달하고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설계된 컴퓨터 시스템(김현영, 2010)으로 주요 기능

은 알림(alert), 상기(reminder), 임상실무지침에 근거한 제안(recommendation), 진단 

보조(diagnostic support), 감시(surveillance), 질병 예방(disease prevention), 질병 

관리(disease management) 및 약물 처방 및 관리(prescription or medication 

management)가 있다(Hunt, Haynes, Hanna, & Smith, 1998).  

임상현장에서 환자안전 및 의료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자 안전을 향

상시킬 수 있는 기술적 요소로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이 통합된 병원정보시스템이 각광

받고 있다.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의료진에 따른 실무 변이를 감소시키고 최선의 실

무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진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개별 환자의 특성에 따른 특이적 지식

을 전달함으로써 의사결정을 효율, 효과적으로 지원(Hunt et al., 1998)한다.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에 따르면,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의료진이 임상실무지침을 

준수하게 하여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진의 업무수행과 환자 결과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Chaudhry et al., 2006; Lau, Kuziemsky, Price, & Gardner, 

2010). 그러나 지금까지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임상적 활용은 주로 의사의 업무 능

력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개발 적용되어왔다(Piscotty & Kalisch, 2014). 

간호현장에서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주로 감염관리(Chen et al., 2013; Hatler, 

Hebden, Kaler, & Zack, 2010; Huang et al., 2004), 간호 기록(Oniki, Clemmer, & 

Pryor, 2003)에 적용되어 왔는데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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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보건의료전문가 간 의사소통이 향상되고 근거 기반 지식 정보로의 접근이 증가

하고 일관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Anderson & Willson, 2008). 간호사의 업

무 능력 향상과 환자 결과에 미친 영향은 연구 간에 일치하지 않았으나(Randell, 

Mitchell, Dowding, Cullum, & Thompson, 2007), Piscotty and Kalisch (2014)의 연구

에서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상기(reminder) 기능이 간호활동 누락율을 감소시켰음

을 보여주었다.  

환자안전 사고 관련 대표적인 간호 질 지표 중 하나인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임상의사

결정지원시스템을 개발 적용한 사례가 있다. Fall TIPS는 MFS를 바탕으로 MFS 평가 

결과에 따라 환자 맞춤형 낙상예방 간호계획과 중재안을 제공하는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

템으로(Carroll et al., 2012; Dykes et al., 2010; Dykes, Carroll, Hurley, Benoit, & 

Middleton, 2009), 침상 옆 낙상 예방 포스터 및 환자교육용 핸드아웃을 출력하는 기능 

외에 환자 맞춤형 낙상 예방 간호계획을 기록할 수 있다. Fall TIPS의 임상효과를 무작

위 비교 실험을 통해 입증하였고, Fall TIPS을 사용함으로써 65세 이상 노인의 낙상발생

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Dykes et al., 2010). 

Lytle, Short, Richesson, and Horvath (2015)는 입원 시 낙상 위험 평가, 교대근무 

시 낙상 위험 평가, 고위험군 환자의 낙상 예방 간호 계획 기록을 상기시키는 임상의사

결정지원시스템을 개발하여 듀크대학교병원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과 연계하였다. 시스템 

사용 후 입원 직후, 교대근무 시 작성하는 낙상 위험 평가 기록률이 사용 전에 비해 

1.95-6.13% 향상되었고, 간호사의 만족도가 향상되었다. 하지만 낙상 예방을 위한 간

호 계획 기록률과 낙상발생률은 향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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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의 틀 

본 연구 수행의 근간이 되는 틀은 Data-Information-Knowledge-Wisdom (DIKW)

틀로, 간호 정보학 실무의 핵심 개념인 자료, 정보, 지식과 지혜의 관계를 설명한다. 

DIKW(American Nurses Association, 2008)는 간호사들이 다양한 역할과 근무환경에

서 환자를 위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자료, 정보, 지식을 통합하여 합리적이고 올바

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지원하는 간호정보학의 기본 정의를 잘 나타낸다(박현애 외, 

2012).  

 

Figure 2. The relationship of data, information, knowledge, and wisdom 

Reprinted with modification from Englebardt, S., & Nelson, R. (2002). Health care informatics: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Figure 1-4, page 13.  

 

자료(Data)는 해석되지 않은 객관적인 관찰의 산물 혹은 개별 개체로 그 자체로는 아

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자료를 사실(discrete fact)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본 연구

에서는 낙상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변수, 예를 들어 진단명-체위성 저혈압

(KCD code I95.1), 약물명-벤조다이아제핀(표준코드 8806462034209), 입원방법-휠

체어(10000980) 등의 개별 개체가 자료에 해당되며 변수에 해당하는 자료를 명명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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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수집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정보(Information)는 여러 자료가 결합(구조화)되어 처리된 후 주어진 특정 상황에서 

의미를 갖게 된 것으로 '누가(who) ', '무엇을(what) ', '어디서(where) ', '언제(when) '와 

같은 질문에 답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변수 A가 있는 환자의 낙상 위험은 A가 없

는 환자보다 ~배 높다'와 '홍길동님의 낙상 위험도는 ~%이다' 같이 여러 자료가 결합되어 

환자의 낙상 위험이 해석된 결과를 정보라 한다.    

지식(Knowledge)은 정보가 합성되어 관계가 규명되고 형식화된 것을 의미(박현애 외, 

2012)하며 특정 자료를 다루는 경험에서 얻은 패턴과 정보 변형을 이해하는 것이다. 패턴을 

이해하면 특정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 지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낙상 위험 예

측 모델로부터 도출된 정보를 근거 기반 낙상 예방 간호 중재안(임상실무지침)과 통합하여 

지식베이스(knowledge base)를 개발하는 과정이 지식에 해당된다. 

지혜(Wisdom)는 문제를 관리하고 해결하는데 있어 지식을 언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포함한 지식의 적절한 활용을 의미한다. 간호 실무에서 지혜는 간호사들이 환자의 상태(상

황), 간호사의 경험,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최선의 간호 중재를 

제공하도록 돕는다. 본 연구에서는 환자의 낙상 위험요인과 위험도를 바탕으로 간호사가 

맞춤형 중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개발과 임상에서의 

활용을 지혜라 한다.   

 

Figure 3. Research framework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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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본 연구는 총 두 단계(A, B)로 진행되었다(Figure 4).  

A는 일개 종합병원의 임상자료저장소(Clinical Data Repository)에 저장된 전자의무기

록 자료를 활용하여 낙상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모델의 예측 정확도를 

기존 도구와 비교∙평가하는 ‘낙상 위험 예측 모델 개발 및 평가’단계이다. 

B는 임상실무지침(Clinical Practice Guidelines)으로부터 추출된 지식이 A단계에서 

개발된 예측 모델과 전자의무기록 내 환자 자료(patient data)와 결합하여 맞춤형 권고안

(tailored recommendation)을 생성하는 '낙상 위험 예측 예방 임상결정지원시스템'을 개발하

는 단계이다.  

 

Figure 4. Study outline and research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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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상 위험 예측 모델 개발 및 평가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개 종합병원의 전자의무기록 자료를 활용하여 낙상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모델의 예측 정확도를 기존 도구와 비교∙평가하는 후향적 사례-대조군 

연구(retrospective case-control design)이다.  

 

2) 연구 대상자 선택 

연구 대상자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경기도 소재 일개 종합병

원의 뇌신경센터(신경과, 신경외과) 및 혈액종양내과 6개 병동에 입원한 환자 전수로, 6

개 병동은 연구병원에서 매년 낙상 발생률이 가장 높은 병동으로 보고되고 있다. 연구 

대상자가 한 입원 기간내 여러 번 낙상한 경우, 처음 발생한 낙상을 기준으로 분석하였

고, 연구 기간 내에 여러 번 입원한 환자는 각 입원을 독립 사건으로 간주하였다. 

 낙상 환자 정의 

연구 병원에서는 낙상 발생 시, 담당 간호사가 낙상 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낙상 발

생 일시, 장소, 형태, 이유, 낙상 후 손상 정도, 환자 상태 등을 기록하여 공식적으로 보

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낙상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1차 자료

원으로 낙상 발생 보고서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Hill et al., 2010; Toyabe, 2012; Watson et al., 2015)에 따르면 낙

상 발생 보고서는 실제 발생 건수보다 과소 보고(underreported) 되는 경향이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낙상 발생 보고서를 보완하기 위한 자료원으로 간호 일지를 추가하

였다. 연구병원에서는 낙상 발생 시, '낙상함', '주저 앉음', '넘어짐', '쓰러짐', '미끄러져 넘어

짐', '바닥에 몸을 던짐', '침대에서 떨어짐',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 중 fall down 됨', '침대

에서 휠체어로 이동 중 slip down됨' 과 같은 표준간호진술문을 활용하여 간호 일지에 

낙상 발생 관련 정보를 기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기간 내에 낙상 발생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거나 간호 일지 

상에 낙상 진술문을 포함하고 있는 환자를 사례군(낙상 환자)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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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헌고찰을 통한 낙상 변수(feature) 선정 

낙상 예측 모델에 투입될 변수를 선정하기 위해 Google Scholar, PubMed, Cochrane 

Central Register of Controlled Trials 검색엔진을 활용하여 낙상 예방 실무 지침서, 기 

개발된 낙상 위험 사정 도구(e,g, Mores fall scale, Hendrich II Fall Risk Model, St. 

Thomas Risk Assessment Tool), 낙상 위험 사정 도구 개발 및 예측 모델 개발, 낙상 

위험 요인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논문을 검색,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최대한 많은 변수를 고려하기 위해, 위 문헌에서 언급된 변수들은 통계적 

유의성과 상관없이 잠재적 낙상 변수로 수집하였다.   

 

4) 낙상 변수 자료원 조사 

문헌고찰을 통해 수집한 낙상 변수의 자료원을 파악하기 위해 환자안전 책임 간호사 

7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 시 Cho, Yoon, Park, and Lee (2008)의 

연구에서 정의한 연구 병원의 전자의무기록 사용자 화면 목록을 바탕으로 10개의 자료

원을 열거하였고, 낙상 변수 별 수집 가능한 자료원을 모두 표시하도록 하였다. 10개의 

자료원은 다음과 같다. 

∙ 임상관찰기록지 

∙ 초기간호사정지 

∙ 환자중증도분류서식 

∙ 검사결과지 

∙ 투약/처방기록 

∙ 낙상위험평가서식(HIIFRM) 

∙ 간호활동서식 

∙ 수술기록 

∙ 간호일지 

∙ 의무기록 

 

수집 불가능한 변수의 경우 수집 불가 항목에 체크하고, 10개 자료원 외 추가로 수집 

가능한 자료원은 기타 항목에 개방형으로 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낙상 변수별 자료 정의서 작성 

환자안전 책임 간호사 7인을 대상으로 낙상 변수 별 수집 자료원을 조사한 결과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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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여, 변수 별 수집 자료원과 추출할 자료 항목 및 코드를 정리하였다.  

임상관찰기록지, 초기간호사정지, 환자중증도분류서식, 검사결과지, 낙상위험평가서식, 

간호활동서식의 테이블 정의서와 표준간호진술문은 연구 병원 의료정보팀 간호사를 통해 

제공받았고 낙상 변수에 해당하는 항목과 자료를 연구자가 추출하였다. 이밖에 처방 약

물은 ATC(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Classification System) 코드와 제품코드

(KDC, Korea Drug Code)에, 수술명은 ICD-9-CM 코드에, 진단명은 KCD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 코드에 매핑하였다. ATC 코드는 WHO 

Collaborating for Drug Statistics Methodology가 웹 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제

품코드는 ATC코드를 활용하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웹 페이지에서 검색 조회하였다. 

ICD-9-CM 코드는 미국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이 웹페이지에서 

제공하는 ICD-9-CM (2010 edition)파일을 활용하였다. KCD는 통계청이 발간한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 (2015년)'보고서를 활용하였다.  

작성된 낙상 변수 별 자료 정의서는 연구 병원 의료정보팀 간호사 2인에게 검토 받았

다. 

 

6) 원시 자료(raw data) 추출 

자료 정의서에 입각하여 연구 병원 의료정보팀 담당자가 임상자료저장소로부터 연구대

상자의 입원기간 내 해당 자료를 csv파일로 추출하여 FTP 서버를 통해 연구자에게 전

달하였다.  

 

7) 자료 전처리(data pre-processing) 

추출된 자료는 전자의무기록 내 10개의 자료원으로부터 다양한 형태로 여러 시점에 

걸쳐 수집되었다. 한 변수에 대해서도 한 환자 당 여러 시점에 걸쳐 여러 자료원에 다양

한 형태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자료를 통합 정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포함력(coverage) ', ‘최신성(currency) ', '상세성(granularity) '을 기준으로 

자료를 통합 정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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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력(coverage) '은 여러 자료원 중 어느 자료원을 먼저 검토할지에 대한 기준으로, 자

료원별 해당 변수의 기록이 얼마나 많이(빈번하게) 작성되었는지를 살펴본 후 포함력이 높

은 자료원을 분석에 먼저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변수 A에 대한 기록이 임상관찰기록지보

다 간호일지에 자주 출현하였다면, 간호일지를 먼저 분석하였다. 

'최신성(currency) '은 여러 시점의 자료 중 어느 시점의 자료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기

준으로, 해당 기록이 사건일로부터 가까운 '이전' 시간에 작성되었는지를 고려하였다. 낙상 

환자의 사건일은 낙상 발생일이며, 비낙상 환자의 사건일은 퇴원일로 정의하여, 낙상 환자

는 낙상 발생 시각과 가장 가까운 이전 시각에 작성된 자료를, 비낙상 환자는 퇴원일과 가

장 가까운 이전 시각에 작성된 자료를 선택하였다. 단, 변수 별 '최대허용기간(maximum 

allowable period) ' 내에서 사건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이전 시각에 작성된 자료를 선택하였다. 

변수 별 최대허용기간은 사건 발생일(시간)로부터 가장 가까운 이전 시점에 작성된 기록일

(시간)과 사건 발생일(시간)의 차이를 구하여, 기록의 80%를 포함하는 기간이며 만일, 최대

허용기간을 초과하는 시점의 자료가 있다면 분석에 활용하지 않았다.     

'상세성(granularity)'은 동일한 변수에 대해 자료원간 자료 형태(data type)가 일치하지 않

을 때, 자료 형태를 일치시키는 기준이다. 예를 들어 '통증'에 대해 임상관찰기록지에서는 

0-10점까지의 점수로 기입하고 간호일지에는 '통증 있음/통증 없음'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 둘을 통합하기 위해 임상관찰기록지의 점수 자료를 '있음/없음’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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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통계 분석 

(1) 주요 낙상 변수 선정을 위한 단변량 분석 

 

Figure 5. Feature selection process 

 

먼저, 낙상 발생에 영향을 미친 변수를 선정하기 위해 범주형 변수의 경우 정규성 검

정을 거쳐 카이제곱 검정 및 Fisher's exact 검정, 수치형 변수의 경우 독립표본 t 검정 및 

Mann-Whitney U 검정을 수행하였다.  

낙상 발생 시간에 영향을 미친 변수는 로그 순위 검정을 통해 선별하였다.  

통계적 유의 수준을 0.05로 설정하여 p가 0.05보다 작은 변수를 낙상 발생과 낙상 발생 

시간에 영향을 미친 주요 변수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앞 단계에서 선정된 주요 변수의 중요도 및 효과 크기 d를 계산하였다. 변수의 

중요도는 랜덤포레스트 분석을 통해 Mean Decrease Gini계수를 산출하여 파악하였다(송

주영 & 송태민, 2018). 특정 변수에 대한 중요도 지수는 특정 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에 비해 특정 변수를 포함했을 때 예측 오차가 줄어드는 정보를 반영한다. Mean 

Decrease Gini 계수의 크기에 따라 변수를 정렬하고 Mean Decrease Gini 계수의 증감 

비율이 큰 지점을 cut-off로 정한 후, Cut-off보다 큰 Mean Decrease Gini 계수를 갖는 변

수를 선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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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크기 d는 이분형 변수(dichotomous variable)의 경우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Lipsey & 

Wilson, 2001). 

d=
ln(𝑂𝑅)

1.814
 (𝑠𝑙𝑜𝑔𝑖𝑠𝑡𝑖𝑐 =

𝜋

√3
= 1.814) 

효과 크기 d의 절대값 크기에 따라 변수를 정렬하고 효과 크기의 증감 비율이 큰 지

점을 cut-off로 정한 후, cut-off보다 큰 효과 크기 d를 갖는 변수를 선별하였다.  

변수의 중요도와 효과 크기 d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 변수를 낙상 위험 예측 모델에 

투입하였다.   

 

(2) 낙상 위험 예측 모델 개발 

낙상 위험 예측 모델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 Cox 비례 위험 회귀 분석, 의사결정나무 

기법을 활용하여 개발하였다. 과적합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복적 5겹 교차 검증

(repeated 5-fold cross validation)을 200회 실시하였다. Figure 6과 같이 전체 자료 

셋을 임의로 4:1로 분할하여 4/5는 모델 개발 자료 셋(training set)으로, 1/5은 모델 평

가 자료 셋(testing set)으로 정의하였다. 모델 개발 자료 셋은 다시 5개의 하위셋으로 

분할하여 4개의 하위셋을 모델 개발에, 1개의 하위셋을 모델 검증에 사용하였고 이 과정

을 돌아가며 다섯 번씩 200회 반복 실시하였다. 즉, 1000개의 검증용 하위셋을 활용하

여 개발된 모델을 검증하였다. 

 

Figure 6. Method of repeated 200 times 5-fold cross-val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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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낙상 위험 예측 모델 평가 

로지스틱 회귀 분석, Cox 비례 위험 회귀 분석, 의사결정나무 기법을 사용하여 개발한 

낙상 위험 예측 모델을 평가 자료 셋을 활용하여 예측 타당도를 계산하였다. 예측 타당

도는 민감도(sensitivity), 특이도(specificity), 양성 예측도(positive predictive value, 

PPV), 음성 예측도(negative predictive value, NPV), AUC(area under curve) 값을 산

출하여 평가하였다.  

Cox 비례 위험 회귀 모델의 경우, 입원 후 7일째 되는 시점의 시간 의존적(time-

dependent) 민감도, 특이도, 양성 예측도, 음성 예측도 및 AUC를 계산하였다. 

개발된 세개의 모델은 연구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Hendrich II Fall Risk Model의 예

측 타당도(Jung & Park, 2018)와 비교하였다. 

 Predicted condition  

Falling Non-falling 

True condition 

Falling True positive(TP) False negative(FN) 

Sensitivity = 

𝑇𝑃

𝑇𝑃 + 𝐹𝑁
 

Non-falling False positive(FP) True negative(TN) 

Specificity = 

𝑇𝑁

𝐹𝑃 + 𝑇𝑁
 

 PPV =  

𝑇𝑃

𝑇𝑃 + 𝐹𝑃
 

NPV =  

𝑇𝑁

𝐹𝑁 + 𝑇𝑁
 

Accuracy = 

𝑇𝑃 + 𝑇𝑁

𝑇𝑃 + 𝐹𝑁 + 𝐹𝑃 + 𝑇𝑁
 

 

Figure 7. Confusion matrix for fall risk prediction model 

 

(4) 통계 프로그램 

모든 통계 분석은 R(version 3.4.4;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Vienna, Austria)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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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낙상 위험 예측 및 예방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 및 평가 

본 연구의 낙상 위험 예측 예방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이하 낙상 위험 예측 예방 

CDSS)은 예측 모델 개발 과정 중 민감도(83.3%)와 음성예측도(99.5%), AUC(0.914)

가 가장 높은 로지스틱 회귀 모델(총 17개 변수 중 13개 위험요인: 입원방법, 벤조다이아제

핀 투여, 수면장애, 배뇨장애, 배변장애, 하지근력 약화, 수술 후 경과일, 피로, 어지러움, 호흡기

흉곽내 암, 그밖에 암, Hendrich 낙상 위험 점수, 중증도 점수)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 방법론(System Development Life Cycle)의 4단계인 분석, 설계, 구현, 평가에 

따라 개발 및 평가하였다(Figure 8). 

 

Figure 8. Development process of a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1) 분석 

분석 단계는 낙상 위험 예측 예방 CDSS에서 구현할 기능과 포함할 지식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분석 단계는 사용자인 간호사를 인터뷰 하여 지식 및 기능 요구사항을 분석하

고, 연구 병원 의료정보팀과 함께 기능을 정의하고, 임상실무지침 가이드라인으로부터 

낙상 예방을 위한 지식을 추출하고, 낙상 예방 권고안에 따른 간호 진술문을 매핑하고 

생성하는 순으로 진행하였다. 

(1)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낙상 위험 예측 예방 CDSS의 기능 및 지식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은 CDSS를 사용

할 연구 병동의 간호사 3인으로 구성된 그룹 인터뷰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인터뷰 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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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전 대상자에게 메일로 인터뷰 질문을 보내 미리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고 

인터뷰는 약 1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인터뷰에서 사용한 질문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Group interview guide 

1. 현재 병동에서 시행되고 있는 낙상 위험 예측 및 예방 간호는 구체적으로 무

엇입니까? 

2. 낙상 위험 예측 및 예방 간호 시 지식적인 측면에서 본인이 잘 모르는 부분

은 무엇입니까? 

3. 낙상 위험 예측 예방 CDSS가 개발되어 임상에 적용된다면 어떤 기능이 필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낙상 위험 예측 예방 CDSS가 개발되어 임상에 적용된다면 어느 화면에 어

떤 형태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낙상 위험 예측 예방 CDSS 기능 정의 

그룹 인터뷰에서 도출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CDSS상의 기능으로 구현하기 위해 연

구 병원 의료정보팀 및 시스템 개발자와 회의를 진행하였다. 연구기간 및 공수를 고려하

여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 기능과 불가능한 기능을 정의하였고, 불가능한 기능의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의된 기능은 유스케이스 다이그램으로 표현하였다. 

 

(3) 낙상 예방 지식 추출 

낙상 위험 예측 예방 CDSS에서 제공될 지식은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발표한 임상실

무지침에서 추출하였다.  

지식 자료원으로 국내의 경우 병원간호사회에서 발행한 낙상예방간호 실무지침서를 선

정하였고, 국외 5개국의 낙상 예방 임상실무지침서와 WHO에서 발행한 낙상 예방 보고

서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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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문헌으로부터 낙상 위험 예측 모델이 포함하고 있는 위험요인에 해당되는 간호 

중재 지식을 추출하였고 낙상 고위험군을 위한 간호 중재 지식과 모든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일반 간호 중재 지식을 추출하여 카테고리별로 분류하였다.   

추출된 지식은 간호사 3인으로부터 임상에서 적용 가능성에 대해 '항상 가능', '업무량

에 따라 가능', '불가능'으로 평가받았다. 

 

(4) 낙상 예방 권고안에 따른 간호 진술문 정의 

낙상 위험 예측 예방 CDSS가 제공하는 지식(권고안)에 따라 간호사가 낙상 예방 중

재를 제공한 경우, 제공한 중재에 대해 간호진술문을 활용하여 기록하게 함으로써 추후 

CDSS 사용 전후의 간호 활동을 비교할 수 있고 CDSS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CDSS가 제공하는 권고안에 대응되는 활동 진술문을 표준간호진술문 리스트에

서 조회하여 매칭하였다. 만일,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진술문 내에 권고안에 대응되는 

활동 진술문이 없는 경우 의료정보팀과 논의하여 신규 진술문을 생성하였다.  

 

2) 설계 

설계 단계에서는 낙상 위험 예측 예방 CDSS에서 활용되는 자료, CDSS가 동작하는 

프로세스를 모델링하고 CDSS와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였다. 

(1) 데이터 모델링 

계산된 낙상 위험도와 해당 위험요인에 대한 자료를 저장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였다. CDSS에 의하여 예측되고 저장되어야 하는 자료를 개체 관계도(entity 

relation diagram: ERD)로 표현하였다. 

 

(2) 프로세스 모델링 

프로세스 모델링은 시스템의 프로세스를 통하여 흐르는 자료의 구조와 자료 흐름을 조

직화 하는 기법을 말한다. 프로세스 모델링 영역에서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낙상 위험도



26 

 

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환자의 위험요인 및 위험도에 따라 맞춤형 근거 기반 간호 중재를 

제공하기위한 규칙을 컴퓨터가 이해 가능한 알고리듬(computer-interpretable 

guideline)형태로 설계하였다. 

 

(3)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간호사가 낙상 위험 예측 예방 CDSS 사용 시 집중도를 높이고 간호사의 편의에 맞게 

화면을 설계하였다. 연구자가 파워포인트로 디자인한 화면을 시스템 개발자가 설계 화면

으로 작업하였다. 

 

3) 구현 

설계된 내용은 연구병원 의료정보팀 내 시스템 개발자의 코딩 작업을 통해 다음 환경

에서 구현되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 프로그램은 Microsoft Visual Studio .NET(wpf),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은 oracle 11g가 사용되었다. 

낙상 위험 예측 예방 CDSS가 낙상 위험 예측 모델의 변수에 해당되는 환자의 임상 

자료를 추출하여 값(예: 0 (없음), 1(있음))으로 변환하고, 예측 모델 변수별 값을 투입하

여 낙상 위험도를 계산하는 로직을 2018년 12월 17일부터 26일까지 검증하였다. 검증 

방법은 쿼리에 따라 추출된 환자의 임상 자료와 예측 모델의 값, 계산된 낙상 위험도를 

연구자가 직접 전자의무기록을 조회하여 로직의 오류를 확인하였다. 오류 발견 시 시스

템 개발자와 함께 쿼리를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연속적으로 10명의 환자에게서 오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검증을 수행하였다. 

 

4) 평가 

개발된 낙상 위험 예측 예방 CDSS은 전문가 평가, 사용자 평가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1) 전문가 평가 

전문가 평가는 Nielsen의 휴리스틱 10 원칙에 따른 평가 양식을 적용하여 경력 5년 

이상의 간호사이면서 의료기관의 의료정보실에서 근무하는 3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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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리스틱 10 원칙은 시스템 상태의 시각화, 시스템과 실 세계의 일치, 제어의 자유, 일

치와 표준, 에러 방지, 기억보다 인식, 융통성과 효율성, 간소화된 디자인, 에러 인식, 도

움말과 문서화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정한 3인의 전문가에게 낙상 위험 예측 예방 CDSS를 사용하게 한 

후, 10개 원칙에 따라 휴리스틱 문제와 심각성 점수를 4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2명 

이상의 전문가가 동일한 휴리스틱 문제를 제기하거나 한 명의 전문가가 제시한 문제라도 

심각성 수준이 3점 이상인 경우 프로그램 수정에 반영할 문제로 선정하였다. 

 

(2) 사용자 평가 

낙상 위험 예측 예방 CDSS의 사용자 평가는 CDSS를 사용하는 연구병동의 간호사 

14명을 통해 이루어졌다. Lund (2001)가 사용성 평가를 위해 개발한 USE(Usefulness, 

Satisfaction, and Ease of use) 설문 도구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CDSS를 사용한지 1개

월 후 연구병동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였다. USE는 4개의 하위 영역(유용

성, 사용 용이성, 학습 용이성, 만족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0개 문항으로 7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였다.  

 

3.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일개 종합병원의 생명윤리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총 두 번의 심의를 거쳤는데 낙상 위험 예측 모델 개발 및 평가와 관련하여 

임상 자료의 추출과 활용에 대한 승인(IRB No. B-1607-354-111)과 낙상 위험 예측 

예방 CDSS 개발 및 평가와 관련하여 연구대상자인 간호사의 취약성을 보호하고 잠재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승인(IRB No. 1810/499-304)이다.  

＇낙상 위험 예측 모델 개발 및 평가＇는 2015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빅데이터 분석 기반 환자 안전사고 예측 모델 개

발＇ 과제의 일부로 진행된 연구이며, ＇낙상 위험 예측 예방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 및 평가＇는 2018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을 받아 수행된 ‘환자 안전사고 위험 예측 및 관리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임상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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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의 일부로 진행된 연구로, 책임연구자의 지도하에 본 연구자가 연구담당자로서 참여

하였다. 

낙상 위험 예측 모델 개발에 필요한 임상 자료는 연구 병원 의료정보팀으로부터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제공받았으며, 낙상 위험 예측 예방 CDSS 개발 및 평가 과정

에서는 간호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간호사를 대상으로 그

룹 인터뷰와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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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1. 낙상 위험 예측 모델 개발 및 평가 

1) 연구 대상자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연구 병원 6개병동에 입원한 환자는 모두 

15,480명으로 나타났다. 

낙상 발생 보고서 및 간호 일지 로부터 확인된 낙상 환자(사례군)는 총 310명으로, 

이 중 205명(66.1%)은 낙상 발생 공식 보고 채널인 낙상 발생 보고서로부터 추출되었

고 105명(33.9%)은 간호 일지를 통해 추가로 정의되었다.  

310명 중 182명(58.7%)은 낙상 발생 보고서와 간호 일지 모두에서 낙상 기록을 찾

을 수 있었으나 23명(7.4%)은 오직 낙상 발생 보고서에서만, 105명(33.9%)은 간호 일

지에서만 낙상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낙상 환자 310명을 제외한 15,170명을 비낙상 환자(대조군)로 분류하였다. 

Table 2를 살펴보면, 낙상 환자 중 60%가 남성으로 비낙상 환자의 남성 비율 53.7%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낙상 환자의 나이는 평균 63세로 비낙상 환자의 평

균 연령 58세보다 높았다. 낙상 환자의 평균 재원 일수는 23일이었으며 입원 후 평균 

11일에 낙상이 발생하였다. 비낙상 환자의 평균 재원 일수는 9일로, 낙상 환자에 비해 

14일 짧았다. 낙상 환자의 낙상일 이전 HIIFRM을 활용한 낙상 위험 점수는 평균 5.9점

으로 고위험군에 해당하였고, 비낙상 환자의 경우 평균 3.2로 저위험군에 해당하였다. 

낙상 환자의 평균 중증도점수(21점)가 비낙상환자의 평균 중증도점수(16점)보다 높았다.   

낙상 환자와 비낙상 환자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성별, 연령, 입원 병동(신

경과/신경외과, 혈액내과/종양내과), 중증도점수, Hendrich 낙상위험점수, 진단명(악성종

양, 근골격계 질환)은 잠재적 낙상 영향요인으로 간주되어 분석에 포함되었다.   

  



30 

 

Table 2. Study participant demographic data (N = 15,480). 

 Fallers  

(n = 310) 

Non-fallers  

(n = 15,170) 

χ2 or t p-value 

Sex   4.70 .030 

Male 186 (60.0) 8145 (53.7)   

Female 124 (40.0) 7025 (46.3)   

Age, years 62.9 ± 14.7 58.4 ± 15.3 -5.23 .000 

Medical department   6.82 .009 

Neurology or Neurosurgery 148 (47.7) 8398 (55.4)   

Hematology or Oncology 162 (52.3) 6772 (44.6)   

Length of stay (days) 23.0 ± 19.3 8.7 ± 11.6 -13.03 .000 

Patient acuity score 21.0 ± 6.8 16.4 ± 6.0 -11.63 .000 

Hendrich II fall risk score 5.9 ± 3.0 3.2 ± 3.0 -15.51 .000 

Diagnosis     

  Diseases of the nervous system 53 (17.1) 2344 (15.4) 0.51 .476 

  Disease of the circulatory system 105 (33.9) 4896 (32.3) 0.28 .594 

  Diseases of the musculoskeletal system 26 (8.4) 541 (3.6) 18.67 .000 

  Malignant neoplasms 185 (59.7) 7407 (48.8) 13.88 .000 

Time from admission to fall (days) 10.9 ± 12.9  

Information sources from which fallers were identified  

  Incident-reporting system 205 (66.1)  

  The nurses’ progress notes 287 (92.6)  

  Both 182 (58.7)  

Reprinted from ＇Improving Prediction of Fall Risk Using Electronic Health Record Data With Various Types 

and Sources at Multiple Times＇ by Jung, H., Park, H. A, & Hwang, H, 2019, CIN: Computers, Informatics, 

Nursing. doi: 10.1097/CIN.0000000000000561. Copyright 2019 by Wolters Kluwer Health,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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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고찰을 통한 낙상 변수(feature) 선정 

낙상 예방 임상실무지침서 7종을 비롯하여 기 개발된 낙상 위험 사정 도구, 낙상 위험 

예측 모델 개발 및 낙상 위험 요인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논문 25개를 고찰하여 165

개 낙상 관련 변수를 수집하였다.  

Table 3은 문헌고찰을 통해 수집된 낙상 관련 변수 중 약물과 관련된 변수 리스트로 

약물 복용 시간, 약물 복용 개수, 약물 종류를 포함하며 약물 종류는 WHO-ATC 코드

의 해부학적 분류체계에 따라 정리하였다.  

Table 3. Medication-related features extracted from literatures (example) 

Domain Feature-level 1 Classification(WHO-ATC)  Feature-level 2 Feature-level 3 

medication medication time 

 medication doses  

 types of medication cardiovascular system antihypertensive 

drug 

vasodilator 

beta blocker 

nitrates 

diuretics 

   cardiac stimulants digoxin 

   antiarrhythmic 

agent 

 

  blood and blood forming 

organs 

anticoagulants  

  nervous system sedatives  

   antidepressants TCAs 

SSRIs 

   antianxiety  benzodiazepine 

   antiparkinsonism 

drugs 

 

   antiepileptics  

   antipsychotics  

   hypnotics  

   narcotic analgesic  

  alimentary tract and 

metabolism 

Antidiabetics drug  

   Vitamin D  

  respiratory system Antihistamine dr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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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ti-inflammatory and 

antirheumatic products, 

non-steroids 

NSAIDs  

 

3) 낙상 변수 자료원 조사 

환자안전 책임 간호사 7인을 대상으로 문헌고찰을 통해 선정된 165개 낙상 변수의 전

자의무기록 내 수집 자료원을 조사한 결과, 7개 변수가 전자의무기록 자료로 수집이 불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7개 변수에는 낙상에 대한 두려움, 화장실까지의 거리, 불충

분한 조명, 발에 잘 맞지 않는 슬리퍼/신발 착용, 미끄러운 바닥상태, 시설의 부적절한 

디자인, 콜벨 작동 여부가 포함되었다.  

7개 변수를 제외한 158개 변수는 10개의 자료 수집원 중 많게는 4개에서 적게는 1개

의 자료원으로부터 추출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예를 들어, 정맥수액요법과 

관련된 자료는 임상관찰기록지, 환자중증도분류서식, 간호활동서식, 간호일지에서 수집할 

수 있으며 환자의 우울상태, 의식상태, 배뇨/배변장애와 관련된 자료는 임상관찰기록지, 

낙상위험평가서식, 간호일지에서 수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수면장애, 보

조기구사용, 식욕부진, 피로, 보호자/간병인 상주 등에 대한 정보는 오직 간호일지에서만 

수집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0개의 자료원 중 간호일지가 58개(36.7%) 낙상 변수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하고 있

어 낙상 관련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원임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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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lectronic data sources by features 

Variables Type of electronic forms in EHR 

A B C D E F G H I J 

IV therapy ∨  ∨    ∨   ∨ 

depressed, mental state, dyschezia, 

dysuria 
∨     ∨    ∨ 

tube/drainage(by type), use of 

restraints, education for fall 

prevention,  
∨      ∨   ∨ 

pain, anxiety, hyperthermia, 

communication disorder, cognitive 

disorder, uncooperative behavior, 

visual filed defect, visual disturbance, 

lower limb weakness,   

∨         ∨ 

dizziness/vertigo      ∨    ∨ 

enema   ∨       ∨ 

raising bed rail        ∨   ∨ 

sex, age, gender, drinking history, 

admission route 

 ∨         

Hendrich II fall-risk score      ∨     

medidcation (by type)     ∨      

operation, post-operative day        ∨   

Hct (lab data)    ∨       

diagnosis(by type)         ∨  

sleep disorder, use of walking aids, 

anorexia, fatigue, caregiver, hearing 

disorder, restricted activity 

         ∨ 

A: clinical observation sheet, B: initial nursing assessment, C: patient acuity classification system, D: laboratory 

results report, E: medication order, F: fall risk assessment form, G: nursing activity sheet, H: surgical information 

sheet, I: doctor’s progress note, J: narrative nursing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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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낙상 변수별 자료 정의서 작성 

158개 변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자료원과 추출할 항목 및 코드를 정리한 예시는 

Table 5와 같다. 우울은 임상관찰기록지, 낙상위험평가서식, 간호일지에 코드화된 형태

로 기록되었다.   

Table 5. Data sources and types of depressive state 

Data source Data item CODE Value CODE 

임상관찰기록 기분 211660 depression 30625 

낙상위험평가서식 우울 증상 있음 3020   

Data source Nursing statement CODE Attribute CODE 

간호일지 기분 상태 관찰함 4612 기분상태-depression 30625 

 기분 정도를 점수화 함 4617 기분상태-depression 30625 

 기분 장애 사정 함 4614 기분상태-depression 30625 

 우울증 있음 4458   

 우울해 함 10000009245   

 우울 상태를 사정함 10000009240   

 우울 정도를 사정함 10000009241   

 비관함 10000007402   

 

약물의 경우, 낙상과 관련된 24종의 약물을 2,647개의 ATC 코드와 29,505개의 제

품코드로 매핑하였다. 예를 들어, 항우울제는 69개의 ATC코드와 1,340개의 제품코드로 

매핑되었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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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xample of ATC CODE and KDC CODE for antidepressants 

Feature ATC CODE KDC CODE 

antidepressants N06A_Antidepressants    

  N06AA_non-selective monoamine reuptake 

inhibitors 

118 code 

   N06AA02_imipramine 8806646003007, 8806519007507, 8806519007514, 8806519007521, 

8806619012302, 8806619012319, 8806619012326, 8806619012333, 

8806619012340, 8806572010506, 8806572010513, 8806572010520, 

8806572010537 

   N06AA03_imipramine 

oxide 

8806625021909, 8806519000607, 8806519000614, 8806519000621, 

8806519000638, 8806519000706, 8806519000713, 8806519000720 

8806519000737, 8806519000805, 8806519000508, 8806519000409 

8806619036209, 8806514001005, 8806514000909, 8806572010605 

8806572010612, 8806572010629 

   N06AA09_amitriptyline 8806646002802, 8806427025105, 8806427025112, 8806427025129,  

8806427025204, 8806427025211, 8806427025228, 8806427025303, 

8806519007200, 8806519007217, 8806519007224, 8806519007309, 

8806619034205, 8806619034304, 8806572018304, 8806572005007, 

8806572005014, 8806572005021, 8806572005038, 8806572005045, 

8806572003508, 8806572003515, 8806572003522, 8806572003409, 

8806572026408, 8806572026415, 8806572026422 

  ︙ ︙ ︙ 

  N06AA_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 713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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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명은 ICD-9-CM에서 정의한 대로 신체 계통에 따라 15개 그룹으로 분류하였으

며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 Classification of procedures and ICD-9-CM codes 

Classification CODE 

Operations on the nervous system 01-05 

Operations on the endocrine system 06-07 

Operations on the eye 08-16 

Operations on the ear 18-20 

Operations on the nose, mouth, and pharynx 21-29 

Operations on the respiratory system 30-34 

Operations on the cardiovascular system 35-39 

Operations on the hemic and lymphatic system 40-41 

Operations on the digestive system 42-54 

Operations on the urinary system 55-59 

Operations on the male genital organs 60-64 

Operations on the female genital organs 65-71 

Obstetrical procedures 72-75 

Operations on the musculoskeletal system 76-84 

Operations on the integumentary system 85-86 

 

문헌고찰을 통해 도출된 낙상과 관련된 54개 진단명(질환명)은 KCD 코드 594개 1:n 

매핑되었다. 예를 들어, 낙상 변수 중 하나인 심방세동은 I48(심방세동 및 조동)에, 고혈

압은 I10(본태성 고혈압)과 I15(이차성 고혈압)에, 간질환은 K70(알코올성 간질

환)~K77(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간장애)에 매핑되었다.  

Table 8은 신장 질환과 관련된 진단명에 매핑된 KCD 코드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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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Kidney diseases and KCD codes 

feature diagnosis KCD 

Kidney disease Acute nephritic syndrome N00 

 Rapidly progressive nephritic syndrome N01 

 Recurrent and persistent hematuria N02 

 Chronic nephritic syndrome N03 

 Nephrotic syndrome N04 

 Unspecified nephritic syndrome N05 

 Isolated proteinuria with specified morphological lesion N06 

 Hereditary nephropathy N07 

 Glomerular disorders in diseases classified elsewhere N08 

 Acute tubulo-interstitial nephritis N10 

 Chronic tubulo-interstitial nephritis N11 

 Tubulo-interstitial nephritis, not specified as acute or chronic N12 

 Obstructive and reflux uropathy N13 

 Drug-and heavy-metal-induced tubule-interstitial and tubular condition N14 

 Other renal tubule-interstitial diseases N15 

 Renal tubule-interstitial disorders in diseases classified elsewhere N16 

 Acute renal failure N17 

 Chronic kidney disease N18 

 Unspecified kidney failure N19 

 Calculus of kidney and ureter N20 

 Unspecified renal colic N23 

 Disorders resulting from impaired renal tubular function N25 

 Unspecified contracted kidney N26 

 Small kidney of unknown cause N27 

 Other disorders of kidney and ureter, NEC N28 

 Other disorders of kidney and ureter in diseases classified elsewhere N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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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시 자료(raw data) 추출 및 자료 전처리(data pre-processing) 

작성된 자료 정의서를 연구 병원 의료정보팀에 전달하여 연구 대상자 15,480명의 재

원 기간 중 10개 자료원에 작성된 원시 자료 전체를 csv로 전달받았다.    

자료원의 포함력은 자료원이 2개 이상인 낙상 변수에 한해 환자의 입원 기간 내 해당 

변수의 기록 횟수를 자료원별로 산출하여 기록 횟수가 가장 많은 자료원을 우선적으로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하지 근력 약화'는 임상관찰기록지와 간호 일지에 기록되는데 전

체 15,480명 중 8,621명(55.7%)의 기록이 임상관찰기록지에 있었고 4,324명(27.9%)

의 기록이 간호 일지에 있었다. 따라서 '하지 근력 약화'에 대한 자료 추출 시 임상관찰기

록지를 제일 먼저 활용하였다. 

자료의 최신성 중 최대 허용 기간(maximum allowable period)은 사건일로부터 며칠 

전까지의 자료를 분석에 포함할것인지를 걸정하는 지표이다. 변수의 종류에 따라 특정 

변수는 매일 작성이 되는 반면, 2-3일에 한번씩 기록 되는 변수도 있었다. 결측치

(missing value)를 최소화하고 사건발생 직전의 환자 상태를 최대한 정확히 반영하는 

자료를 추출하기 위해 변수별로 사건발생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이전 시간에 기록된 자료

의 80%를 포함하는 시점을 산출하여 사건발생일로부터 그 시점까지를 최대 허용 기간으로 

정의하였다.  

Figure 9는 낙상 주요 변수 별 최대 허용 기간을 나타내는데, 보호자 상주 여부, 배액관 

보유 여부, 정맥수액요법, 환자중증도점수와 같은 변수는 거의 매일 작성되고 있으므로 최

대 허용 기간을 사건일로부터 하루전까지로 설정하였다. 만일 환자가 낙상 이틀 전 정맥수

액요법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더라도 최대허용기간을 벗어났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

다. 그러나 Hendrich 낙상 위험 점수의 경우, 최대허용기간이 4일(사유: 낙상 위험 사정은 

일주일에 2회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이므로 퇴원 3일 전 낙상 위험 점수를 보유한 비

낙상 환자는 그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모든 변수는 최대 허용 기간 내에서 사건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이전 시점의 자료를 추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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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The maximum allowable period for data extraction by features 

Reprinted from ＇Improving Prediction of Fall Risk Using Electronic Health Record Data With Various Types 

and Sources at Multiple Times＇ by Jung, H., Park, H. A, & Hwang, H, 2019, CIN: Computers, Informatics, 

Nursing. doi: 10.1097/CIN.0000000000000561. Copyright 2019 by Wolters Kluwer Health, Inc. 

 

Figure 10은 낙상 환자의 통증 자료를 전처리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먼저 통증의 최대 

허용 기간인 사건발생 전 2일까지의 자료를 추출하여 통증에 대한 자료원인 임상관찰기

록지와 간호일지 내 통증 기록을 분석하였다. 이때, 자료원의 포함력에 따라 임상관찰기

록지를 분석에 먼저 이용하였다. 자료원마다 자료의 상세 수준이 다른데 임상관찰기록지

에는 0에서 10까지 통증의 정도(NRS)로, 간호일지에는 통증의 정도뿐 아니라 '있음' 혹

은 '없음'과 같이 통증 여부로 기록하고 있었다.  통증 정도가 통증 여부보다 통증에 대

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나 통증 여부 자료를 통증 정도 자료로 변환할 수 없고, 

통증 정도 자료만 사용할 시 결측치가 증가하므로, 통증 정도 자료를 통증 여부 자료로 

변환하였다. 다시 말해, 통증 정도가 NRS 1~10까지는 '통증 있음'에 통증 정도가 0인 

경우 '통증 없음'으로 변환하였다. 최대 허용 기간내 통증에 대한 자료가 없거나 최대 허

용 기간내 자료가 있음에도 NRS가 0이거나 '통증 없음'에 해당되는 진술문이 있는 경우 

모두 '통증 없음'으로 코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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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Pre-processing of the pain data 

Reprinted from ＇Use of EHR Data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Time to Fall＇by Jung, H. & Park, H. A, 

2017, Stud Health Technol Inform, 245, 1043-1047. doi: 10.3233/978-1-61499-830-3-1043. Copyright 2017 by 

International Medical Informatics Association (IMIA) and IOS Press. 

 

6) 통계 분석 

(1) 주요 낙상 변수 선정을 위한 단변량 분석 

낙상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선택하기 위해 158개 변수의 정규성 검정을 거쳐, 

카이제곱 검정 및 Fisher's exact 검정, t 검정 및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다. 

유의수준 0.05 하에서 낙상 환자와 비낙상 환자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

는 총 51개로 Table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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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Univariate analysis of 51 features 

features 
Faller 

(n=310) 

Non-faller 

(n=15,170) 

χ2 or t or 

w 
p-value 

Lower limb weakness      1773.4 <.001 

 Mild weakness 125 40.32% 279 1.84%   

 Severe weakness 3 0.97% 68 0.45%   

Fall education (Y) 272 87.74% 15,050 99.21% 384.14 <.001 

Acuity score     -11.243 <.001 

HendrichII fall risk score     1213100 <.001 

Age     -5.23 <.001 

Dysuria (Y) 97 31.29% 1,619 10.67% 128.94 <.001 

Admission route      116.14 <.001 

 walk 102 32.90% 9,433 62.18%   

 wheelchair 53 17.10% 1,253 8.26%   

 Etc. 2 0.65% 21 0.13%   

Mental status      113.67 <.001 

 Drowsy/confused 73 23.55% 1,123 7.40%   

 Coma/semi-coma 0 0.00% 182 1.20%   

Use of restraints (Y) 25 8.06% 267 1.76% 61.881 <.001 

Communication disorder (Y) 83 26.77% 1,838 12.12% 58.71 <.001 

Walking disorder (Y) 34 10.97% 524 3.45% 47.218 <.001 

Antipsychotic drugs (Y) 48 15.48% 991 6.53% 37.459 <.001 

Fatigue (Y) 170 54.84% 5,822 38.38% 34.003 <.001 

Operation of the nervous system (Y) 42 13.55% 918 6.05% 28.078 <.001 

L-tube (Y) 28 9.03% 537 3.54% 24.521 <.001 

Antidepressant (Y) 48 15.48% 1,153 7.60% 25.291 <.001 

Unspecified cancer (Y) 81 26.13% 2,341 15.43% 25.536 <.001 

Other cardiovascular diseases (Y) 53 17.10% 1,359 8.96% 23.301 <.001 

Foley catheter (Y) 60 19.35% 1,690 11.14% 19.633 <.001 

Musculoskeletal diseases (Y) 26 8.39% 541 3.57% 18.666 <.001 

Iv therapy (Y) 151 48.71% 5,481 36.13% 20.229 <.001 

Benzodiazepine (Y) 86 27.74% 2,682 17.68% 20.268 <.001 

Restricted activity (Y) 150 48.39% 5,459 35.99% 19.689 <.001 

Diabetes mellitus (Y) 26 8.39% 572 3.77% 16.212 <.001 

Guardian (Y) 274 88.39% 11,903 78.46% 17.236 <.001 

Anorexia (Y) 53 17.10% 1,532 10.10% 15.434 <.001 

Narcotic analgesic (Y) 124 40.00% 4,440 29.27% 16.316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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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s 
Faller 

(n=310) 

Non-faller 

(n=15,170) 

χ2 or t or 

w 
p-value 

Diuretics (Y) 51 16.45% 1,459 9.62% 15.350 <.001 

Dyschezia (Y) 96 30.97% 3,243 21.38% 15.953 <.001 

Heparin lock (Y) 189 60.97% 10,794 71.15% 14.802 <.001 

Anxiety (Y) 35 11.29% 3,075 20.27% 14.705 <.001 

Depression (Y) 66 21.29% 2,073 13.67% 14.199 <.001 

Other cancer (Y) 162 52.26% 6,286 41.44% 14.195 <.001 

Anticoagulant (Y) 91 29.35% 6,127 40.39% 14.934 <.001 

Antiepileptic (Y) 81 26.13% 2,683 17.69% 14.194 <.001 

Vasodilator (Y) 16 5.16% 340 2.24% 10.266 .001 

Calcium channel blocker (Y) 82 26.45% 2,864 18.88% 10.818 .001 

Cognitive disorder (Y) 11 3.55% 208 1.37% 8.823 .003 

Hypertension (Y) 30 9.68% 836 5.51% 9.213 .002 

Use of assistant devices (Y) 25 8.06% 654 4.31% 9.329 .002 

Sleep disorder (Y) 107 34.52% 3,985 26.27% 10.206 .001 

Respiratory cancer (Y) 48 15.48% 1,538 10.14% 8.867 .003 

Balance disorder (Y) 10 3.23% 205 1.35% 6.485 .011 

Beta blocker (Y) 39 12.58% 1,206 7.95% 8.193 .004 

Pain (Y) 161 51.94% 6,607 43.55% 8.338 .004 

Transient ischemic attack (Y) 6 1.94% 908 5.99% 8.255 .004 

Nervous agents(Y) 31 10.00% 946 6.24% 6.656 .010 

Operations on the cardiovascular system 11 3.55% 1,211 7.98% 7.618 .006 

Operations on the musculoskeletal system 10 3.23% 241 1.59% 4.130 .042 

Antidiabetics (Y) 63 20.32% 2,294 15.12% 5.969 .015 

Sex (male) 186 60.00% 8,145 53.69% 4.624 .032 

 

낙상 발생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로그 순위 검정으로 선별하였다. 로그 순위 

검정 역시 유의수준 p는 0.05로, 낙상 발생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총 23개로 확

인되었다(Table 10). 23개 변수 중 '(전체) 수술 여부'를 제외하고 22개 변수가 낙상 발생

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동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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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Features affecting the time to fall  

 Lower limb weakness 

 Fall education 

 Dysuria 

 Admission route 

 Mental status 

 Use of restraints 

 Communication disorder 

 Walking disorder 

 Antipsychotics 

 Fatigue 

 Unspecified cancer 

 Foley catheter 

 IV therapy 

 Benzodiazepine 

 Diabetes mellitus 

 Heparin lock 

 Anticoagulant 

 Vasodilator 

 Cognitive disorder 

 Respiratory cancer 

 Balance disorder 

 Operations on the cardiovascular system 

 Operation (total) 

 

Figure 11~13은 벤조다이아제핀 투약, 배뇨장애, 낙상교육여부의 Kaplan-Meier 생존곡

선으로 벤조다이아제핀을 투약한 경우, 투약하지 않은 환자 그룹보다 낙상 발생 시간이 

빠르고 (χ2=11.3, p<.001), 배뇨장애가 있는 환자 그룹이 배뇨장애가 없는 환자 그룹보다 

낙상 발생 시간이 빨랐다 (χ2=54.5, p<.001). 반면, 낙상 예방 교육을 받은 그룹에서는 

낙상 예방 교육을 받지 않은 그룹보다 낙상이 천천히 발생하였다(χ2=32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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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Kaplan-Meier survival curves for patients taking and not-taking benzodiazepines  

 

Figure 12. Kaplan-Meier survival curves for patients with and without dysu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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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Kaplan-Meier survival curves for patients taking and not-taking fall-preventive 

education 

 

낙상 발생 또는 낙상 발생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대상으로 변수 별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 랜덤포레스트 분석을 수행한 결과, 낙상 발생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하지

근력 약화(Mean Decrease Gini=69.89545)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낙상 예방 교육 

여부(Mean Decrease Gini = 15.98857), 수술 후 경과일(Mean Decrease Gini = 

14.05405), 중증도 점수(Mean Decrease Gini = 11.69708) 순이었다.  

Figure 14는 53개 변수의 Mean Decrease Gini를 산출하여 크기 순서대로 상위 30개 

변수를 정렬한 그림으로, 중요도 변화의 비율이 가장 큰(4.37배) 하지근력 약화-낙상 

예방 교육을 제외하고 두번째로 변화 비율이 큰(1.71배) 의식상태(Mean Decrease Gini 

=4.607)와 억제대 사용(Mean Decrease Gini =2.699) 지점을 cut-off로 정의하여 

Mean Decrease Gini 가 4.607보다 큰 하지 근력 약화, 낙상 예방 교육 여부, 수술 후 

경과일, 중증도 점수, HendrichII 낙상 위험 점수, 연령, 배뇨장애, 입원 방법, 의식상태를 

낙상 발생 주요 변수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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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Mean Decrease Gini index by features  

 

53개 변수의 효과 크기 d를 계산한 결과, 절대값을 기준으로 효과 크기가 가장 큰 변

수는 하지 근력 약화(d=1.876)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낙상 예방 교육 여부

(d=1.579), HendrichII 낙상 위험 점수(d=0.909), 억제대 사용 여부(d=0.876), 배뇨

장애(d=0.738) 순이었다. 

Figure 15는 53개 변수의 효과 크기 d를 산출하여 절대값 크기 순서대로 상위 30개 

변수를 정렬한 그림으로, 효과 크기 변화의 비율이 가장 큰(1.74배) 낙상 예방 교육-

HendrichII 낙상 위험 점수를 제외하고 두번째로 변화 비율이 큰(1.18배) TIA(d 

=0.646)와 L-tube(d=0.549) 지점을 cut-off로 정의하여 효과 크기 d가 0.646보다 

큰 하지근력 약화, 낙상 예방 교육 여부, HendrichII 낙상 위험 점수, 억제대 사용 여부, 

배뇨장애, 중증도 점수, 보행장애, 의식상태, TIA를 낙상 발생 주요 변수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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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Effect size d by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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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낙상 위험 예측 모델 개발 

① 로지스틱 회귀 모형 

HendrichII 낙상 위험 점수를 제외하고 최종 선정된 배뇨장애, 하지근력약화, 낙상예방

교육, 의식장애, 중증도 점수를 로지스틱 회귀 모델에 포함시켜 분석한 결과(Table 11), 

배뇨장애가 있는 경우 환자의 낙상 발생 위험이 2.82배 증가하였고 하지 근력이 경미하

게 약한 환자가 하지 근력이 정상인 환자보다 낙상 발생 위험이 29.78배 증가하였다. 

또한 중증도 점수가 1점 상승 시 낙상 발생 위험이 1.03배 증가하였다. 반면, 낙상 예방 

교육은 낙상 발생 위험을 낮추는 변수로 확인되었는데 낙상 예방 교육을 받은 환자가 교

육을 받지 않은 환자보다 낙상 발생이 96% 낮았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으로 개발한 낙상 위험 예측 모델은 다음과 같다. 

log
𝑝

1 − 𝑝
= −2.124 + 1.037 × 𝑑𝑦𝑠𝑢𝑟𝑖𝑎 + 3.394 × 𝑚𝑖𝑙𝑑 𝑤𝑒𝑎𝑘𝑛𝑒𝑠𝑠 𝑖𝑛 𝑙𝑜𝑤𝑒𝑟 𝑙𝑖𝑚𝑏 + 1.271

× 𝑠𝑒𝑣𝑒𝑟𝑒 𝑤𝑒𝑎𝑘𝑛𝑒𝑠𝑠 𝑖𝑛 𝑙𝑜𝑤𝑒𝑟 𝑙𝑖𝑚𝑏 − 3.238 × 𝑓𝑎𝑙𝑙 𝑝𝑟𝑒𝑣𝑒𝑛𝑡𝑖𝑜𝑛 𝑠𝑒𝑟𝑣𝑖𝑐𝑒

+ 0.330 × 𝑐𝑜𝑛𝑓𝑢𝑡𝑖𝑜𝑛 𝑜𝑟 𝑑𝑟𝑜𝑤𝑠𝑦 − 14.834 × 𝑠𝑒𝑚𝑖𝑐𝑜𝑚𝑎 𝑜𝑟 𝑐𝑜𝑚𝑎 + 0.034

× 𝑎𝑐𝑢𝑖𝑡𝑦 𝑠𝑐𝑜𝑟𝑒 

 

Table 11. Logistic regression model  

features  OR 95% CI p-value 

Intercept -2.124    

Dysuria 1.037 2.82 2.05–3.85 .00 

Lower limb weakness     

No weakness (ref.)  1.00   

Mild weakness 3.394 29.78 21.40–41.41 .00 

  Severe weakness 1.271 3.56 0.54–13.56 .10 

Fall prevention services -3.238 0.04 0.02–0.06 .00 

Mental status     

  Alert (ref.)  1.00   

  Drowsy/confused 0.330 1.39 0.92–2.07 .11 

  Semicoma/coma -14.834 0.00 .00–.00 .96 

Acuity score 0.034 1.03 1.01–1.05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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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Cox 비례 위험 회귀 모형 

HendrichII 낙상 위험 점수를 제외하고 최종 선정된 배뇨장애, 하지근력약화, 낙상예방

교육, 의식장애, 중증도 점수를 Cox 비례 위험 회귀 모델에 포함시켜 분석한 결과

(Table 12), 배뇨장애가 있는 환자의 낙상 위험이 배뇨장애가 없는 환자의 낙상 위험보

다 1.66배 높았고(HR=1.66, p<.001), 하지 근력이 경미하게 약한 환자의 낙상 위험이 

하지 근력이 정상인 환자보다 17.79배 높았다. 반면, 낙상 예방 교육을 받은 환자의 낙

상 위험은 교육을 받지 않은 환자의 0.13배로 나타났다. 

Cox 비례 위험 회귀 분석으로 개발한 낙상 위험 예측 모델은 다음과 같다. 

log
ℎ𝑖(𝑡)

ℎ0(𝑡)
= 0.507 × 𝑑𝑦𝑠𝑢𝑟𝑖𝑎 + 2.879 × 𝑚𝑖𝑙𝑑 𝑤𝑒𝑎𝑘𝑛𝑒𝑠𝑠 𝑖𝑛 𝑙𝑜𝑤𝑒𝑟 𝑙𝑖𝑚𝑏 + 1.144

× 𝑠𝑒𝑣𝑒𝑟𝑒 𝑤𝑒𝑎𝑘𝑛𝑒𝑠𝑠 𝑖𝑛 𝑙𝑜𝑤𝑒𝑟 𝑙𝑖𝑚𝑏 − 1.987 × 𝑓𝑎𝑙𝑙 𝑝𝑟𝑒𝑣𝑒𝑛𝑡𝑖𝑜𝑛 𝑠𝑒𝑟𝑣𝑖𝑐𝑒

+ 0.125 × 𝑐𝑜𝑛𝑓𝑢𝑡𝑖𝑜𝑛 𝑜𝑟 𝑑𝑟𝑜𝑤𝑠𝑦 − 16.560 × 𝑠𝑒𝑚𝑖𝑐𝑜𝑚𝑎 𝑜𝑟 𝑐𝑜𝑚𝑎 + 0.005

× 𝑎𝑐𝑢𝑖𝑡𝑦 𝑠𝑐𝑜𝑟𝑒 

 

Table 12. Cox 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 model 

features  HR 95% CI p-value 

Dysuria 0.507 1.66 1.26–2.19 .00 

Lower limb weakness     

No weakness (ref.)  1.00   

Mild weakness 2.879 17.79 13.25–23.89 .00 

  Severe weakness 1.144 3.14 0.73–13.43 .12 

Fall prevention services -1.987 0.13 0.09–0.21 .00 

Mental status     

  Alert (ref.)  1.00   

  Drowsy/confused 0.125 1.13 0.79–1.63 .50 

  Semicoma/coma -16.56 0.00 .00–.00 .99 

Acuity score 0.005 1.01 0.99–1.02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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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사결정나무 모형 

의사결정나무 모형에서, 낙상 발생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하지 근력 약화로 나타났다. 

Figure 16을 보면, 하지 근력이 경미하게 약하면서 배뇨장애가 있고, 중증도 점수가 29

점 이하인 환자에게서 낙상 위험이 가장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하지 근력이 경

미하게 약하고 배뇨장애가 없는 환자에게서 낙상 위험이 높았다. 

 

Figure 16. Decision tree for predicting a fall risk 

Reprinted from ＇Improving Prediction of Fall Risk Using Electronic Health Record Data With Various Types 

and Sources at Multiple Times＇ by Jung, H., Park, H. A, & Hwang, H, 2019, CIN: Computers, Informatics, 

Nursing. doi: 10.1097/CIN.0000000000000561. Copyright 2019 by Wolters Kluwer Health,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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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반복적 5겹 교차 검증 (Repeated 5-fold cross validation)  

Figure 17은 로지스틱 회귀 모형, Cox 비례 위험 회귀 모형, 의사결정나무 모형으로 

개발한 낙상 위험 예측 모델의 repeated 5-fold-cross validation (200times)의 결과

이다. 로지스틱 회귀 모형의 AUC 평균은 0.85, 표준편차 0.03, 변동 계수 3.38이었고, 

Cox 비례 위험 회귀 모형의 AUC는 평균 0.73, 표준편차 0.09, 변동 계수 12.00이었으

며, 의사결정나무 모형의 AUC는 평균 0.80, 표준편차 0.05, 변동 계수 5.78로 나타났

다. 변동 계수의 크기로 보았을 때, 로지스틱 회귀 모델이 가장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

고, Cox 비례 위험 회귀 모델의 변동 폭이 가장 컸다. 

 

Figure 17. Repeated 200 times 5-fold cross-validation of three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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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낙상 위험 예측 모델 평가 

모델 평가 자료 셋을 활용하여 로지스틱 회귀 모형과 Cox 비례 위험 회귀 모형, 의사

결정나무 모형으로 개발한 낙상 위험 예측 모델의 예측력을 평가한 결과는 Table 13 및 

Figure 18과 같다.  

로지스틱 회귀 모형은 모든 지표에서 HendrichII 낙상 위험 사정 도구보다 우수하였

다.  

Table 13. The predictive validity of the three models and the Hendrich II fall risk model 

Model Sensitivity Specificity PPV NPV AUC 

Logistic regression 79.03 79.43 7.28 99.46 0.859 

Cox 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 70.23 61.96 2.84 99.25 0.753 

Decision tree 56.45 83.19 6.42 98.94 0.729 

Hendrich II fall risk model 76.45 64.03 4.16 99.25 0.742 

Abbreviation: PPV, positive predictive value; NPV, negative predictive value; AUC, area under the curve 

Reprinted from ＇Improving Prediction of Fall Risk Using Electronic Health Record Data With Various Types 

and Sources at Multiple Times＇ by Jung, H., Park, H. A, & Hwang, H, 2019, CIN: Computers, Informatics, 

Nursing. doi: 10.1097/CIN.0000000000000561. Copyright 2019 by Wolters Kluwer Health, Inc. 

 

 

Figure 18. Rader chart of performance of three fall-risk prediction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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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낙상 위험 예측 및 예방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 및 평가 

1) 분석 

(1)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요구사항 분석을 위해 시행한 인터뷰에 참여한 간호사 3인은 수간호사 1인, 책임 간

호사 1인, 일반 간호사 1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임상 경력은 수간호사 15년, 책임 간호사 

12년, 일반 간호사 1년 9개월이었다.  

현재 병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낙상 위험 예측 및 예방 간호 활동으로 환자 입원 시 낙

상위험사정도구를 활용하여 낙상 위험을 초기 평가하고, 이후 주 2회(화, 토요일 밤 근

무 시) 및 환자 상태 변화(수술 후, 진정 후, 낙상 관련 의약품 투여 후)시 재평가하고 

있었다. 초기 평가 시 혹은 재평가 시에 환자가 낙상 고위험군으로 평가된 경우, 간호사

가 낙상 예방 안내문을 활용하여 낙상 위험 교육을 실시하고 환자의 서명을 받고 있었다. 

밤 9시가 되면 수면 전 화장실에 가도록 안내하고 화장실 이동 시 보호자와 동행하도록 

교육하고 있었으며 병실, 화장실, 복도에 낙상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인자를 확인 후 

제거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밖에 밤 근무 간호사가 병실 순회를 하며 침상 난간을 

올리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었다.    

낙상 위험 예측 및 예방 간호 활동 시 지식적인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낙상 위험 요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낙상 

예방 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또한 낙상 저위험군으로 평가된 환자가 낙상하

는 경우가 많아 낙상위험사정도구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필요시 낙상 

환자의 항목 값을 변경하여 고위험군으로 조정한다고 하였다. 환자가 가지고 있는 낙상 

위험 요인에 따라 간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기반의 예방 활동에 대한 니즈가 있었

다. 

낙상 위험 예측 예방 CDSS의 기능과 관련하여 실시간으로 계산된 환자의 낙상 위험

도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 환자의 낙상 요인에 따라 임상 현장에서 제공할 수 있는 간

호권고안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 CDSS에서 제공한 간호권고안 중 간호사가 수행한 활

동은 자동으로 간호 일지에 저장할 수 있는 기능, 환자 목록 화면에 환자의 낙상 위험도

를 표시하여 입원 환자의 낙상 위험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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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정리하면 사용자 요구사항은 Table 14와 같다. 

Table 14. User requirements for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Domain Requirements for CDSS  

Knowledge ∙ 신뢰도 높은 낙상 위험 예측 

∙ 환자 특이적 낙상 위험 요인에 대한 정보 

∙ 환자 특이적 낙상 위험 요인에 따른 맞춤형 간호 중재안 

Function ∙ 간호사의 추가적인 업무 없이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계산되는 낙상 위험도 

조회 

∙ 환자 특이적 낙상 위험 요인에 따른 맞춤형 간호 권고안 조회 

∙ CDSS에서 제공한 권고안 중 간호사가 계획하고 수행한 활동에 대해 자동

으로 간호 일지에 저장(기록) 

∙ 환자 목록(patient list) 화면에 환자의 낙상 위험도를 표시하여 입원 환자의 

낙상 위험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능 

 

(2) 낙상 위험 예측 예방 CDSS 기능 정의 

인터뷰에서 도출된 사용자의 요구사항 리스트를 바탕으로 의료정보팀 담당자 및 시스

템 개발자와 낙상 위험 예측 예방 CDSS의 개발 범위를 정의하였다. CDSS개발 기간은 

최대 5개월로 협의하였고 5개월 내 CDSS 주요 기능 중 실시간으로 낙상 위험 예측 및 

조회, 환자 특이적 낙상 위험 요인에 따른 맞춤형 간호 권고안 출력 및 조회, 환자 목록 

화면에 환자의 낙상 위험도 표시 기능을 구현하기로 하였다. 사용자 요구 사항에서 도출

되지는 않았으나 낙상 위험도가 계산된 근거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다.  

반면, CDSS에서 제공한 권고안의 간호 일지로의 저장(기록) 기능은 기간 내에 구현할 

수 없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맞춤형 권고안에 매칭되는 간호진술문을 분류 매칭하여 

낙상 위험 요인별로 진술문 폴더를 생성하였고 간호사가 해당 폴더 내 진술문을 찾아 간

호 일지에 기록하게 하였다. 

정의된 기능을 유스케이스 다이그램으로 표현하면 Figure 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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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Usecase diagram for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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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낙상 예방 지식 추출 

본 연구에서 낙상 예방 지식을 추출하는데 활용한 국내외 임상실무지침과 문헌은 

Table 15와 같다.  

Table 15. List of selected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and literature sources 

No. Title Publisher Country Year 

1 WHO Global Report on Falls 

Prevention in Older Age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7 

2 Preventing Falls in Hospitals. A 

toolkit for improving quality of 

care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미국 2013 

3 Falls in older people: assessing 

risk and prevention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 

영국 2013 

4 Prevention of Falls and Fall 

Injuries in the Older adult 

Registered Nurses’ Association 

of Ontario 

캐나다 2005 

5 Prevention Falls and Harm from 

Falls in Older People 

Australian Commission on 

Safety and Quality in Healthcare 

호주 2009 

6 Prevention of falls in hospitals and 

long term care institutions. 

Ministry of Health in Singapore 싱가포르 2005 

7 낙상예방간호 실무지침서 및 

요약본 

병원간호사회 대한민국 2009 

 

임상실무지침과 문헌으로부터 추출한 낙상위험요인별 간호 활동, 낙상 고위험군을 위

한 간호 활동, 모든 환자를 위한 낙상 예방 간호 활동에 대한 지식은 Table 16, Table 

17, Table 18과 같다.  

7개의 낙상위험요인별 39개의 간호 활동 지식과 낙상 고위험군을 위한 8개의 간호 활

동 지식, 모든 환자를 위한 24개의 일반 간호 활동 지식을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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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Extracted nursing intervention knowledge by risk factor 

Risk factor Recommendation 

수면장애 (5) ∙ 낮 동안 충분한 활동을 하도록 격려한다. 

∙ 낮잠을 피하도록 교육한다. 

∙ 취침 전 카페인 섭취를 피하도록 교육한다. 

∙ 취침 전 과도한 신체 운동과 정신 활동을 피하도록 교육한다. 

∙ 수면을 방해하는 주변 소음과 자극을 줄인다. 

벤조다이아제핀 

투여(4) 

∙ 환자와 보호자에게 벤조다이아제핀 투여로 인한 낙상 발생 가능

성을 주의시킨다. 

∙ 약물 처방/투여 용량의 변화를 주의 깊게 리뷰한다. 

∙ 환자와 보호자에게 낙상 발생 위험과 관련된 약물의 부작용(예: 

나른함, 졸림, 어지러움, 혼돈 등)에 대해 교육한다. 

∙ 필요시 약물 중단, 대체, 용량 조절 방안을 주치의에게 제안한다. 

배뇨장애(10) ∙ 화장실 통로 주변을 정돈하여 장애물을 제거한다. 

∙ 발에 잘 맞고, 바닥에 미끄럽지 않은 슬리퍼를 신도록 교육한다. 

∙ 매 2시간마다 규칙적으로 배뇨 상태 및 배뇨요구도를 확인한다. 

∙ 매 2시간마다 규칙적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이동식변기(commodo)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어지러움이 있는 남자 환자에게 소변기(urinal) 이용 시 앉아서 

배뇨하도록 교육한다. 

∙ 가능한 환자의 침상은 화장실과 가까운 곳으로 배치한다. 

∙ 밤에 화장실 조명을 켜둔다. 

∙ 배뇨 시 쉽게 벗을 수 있는 환자복을 제공한다. 

∙ 미끄러움 방지 매트를 침상 근처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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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factor Recommendation 

배변장애(9) ∙ 화장실 통로 주변을 정돈하여 장애물을 제거한다. 

∙ 발에 잘 맞고, 바닥에 미끄럽지 않은 슬리퍼를 신도록 교육한다. 

∙ 매 2시간마다 규칙적으로 배변 상태 및 배변요구도를 확인한다. 

∙ 매 2시간마다 규칙적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이동식변기(commodo)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가능한 환자의 침상은 화장실과 가까운 곳으로 배치한다. 

∙ 밤에 화장실 조명을 켜둔다. 

∙ 배변시 쉽게 벗을 수 있는 환자복을 제공한다. 

∙ 미끄러움 방지 매트를 침상 근처에 적용한다. 

하지근력저하(4) ∙ 반드시 보호자/간병인과 함께 걷도록 교육한다. 

∙ 환자를 이동할 때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지지한다. 

∙ 도움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간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교육

한다. 

∙ 주기적으로 하지근력, 운동성, 균형감각을 평가한다. 

어지러움(5) ∙ 침상에서 천천히 일어나도록 교육한다. 

∙ 말초혈관을 확장시킬 수 있는 뜨거운 물 목욕(샤워)을 피하도록 

교육한다. 

∙ 혈압을 모니터링하고 기록한다. 

∙ 장기간의 침상안정과 부동(immobilization)상태를 최소화한다. 

∙ 체위성저혈압이 있는 경우, 압박스타킹과 같이 말초혈관을 압박

하는 장비/기구의 사용을 고려한다. 

수술 후 경과일

(2) 

∙ 반드시 간호사 또는 보호자의 보조를 받아 침상에서 내려오도록 

교육한다. 

∙ 보행을 시작할 때는 서서히 단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계획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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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Extracted nursing intervention knowledge for high risk of falling 

Category Recommendation 

낙상고위험군

(8) 

∙ 낙상위험 표지판을 환자 침상에 부착한다. 

∙ 환자와 보호자에게 낙상 고위험군임을 알리고, 위험요인 별 낙상 

예방 교육을 시행한다. 

∙ 낙상 고위험군임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환자 팔찌에 부착한다. 

∙ 자주 순회하며 환경 상황을 점검한다. 

∙ 금기가 아니면 조기 보행과 하루 1회 30분간 규칙적인 운동을 하

도록 격려한다. 

∙ 반드시 보호자/간병인과 함께 걷도록 교육한다. 

∙ 환자를 이동할 때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지지한다. 

∙ 가능한 간호사실과 가까운 곳에 환자 침대를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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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 Extracted nursing intervention knowledge for general fall prevention 

category Recommendation 

안전한 

환경 

제공 

(14) 

∙ 환자를 이동할 때 휠체어의 안전 벨트를 사용한다. 

∙ 간호사 호출기는 환자의 손이 닿는 범위 내에 배치한다. 

∙ 침대 높이는 최대한 낮게 유지한다. 

∙ 침대 바퀴가 항상 잠금상태인지 확인한다. 

∙ 휠체어, 이동식변기 등 기구/장비의 바퀴가 잠금상태인지 확인한다. 

∙ 환자의 개인 소지품과 보조기구를 환자의 손이 닿는 범위 내에 배치한다. 

∙ 낙상 유발 행동을 감시하는 경고 장치를 이용한다. 

∙ 침상, 복도, 화장실 조명 밝기를 점검한다. 

∙ 바닥 표면이 미끄럽지 않은지 점검한다. 

∙ 침상, 복도, 화장실 통로 주변을 정리하고 깨끗이 유지한다. 

∙ 침상, 복도, 화장실 통로 주변에 사용하지 않는 장비/기구를 치운다. 

∙ 침상 간 커튼을 한쪽으로 몰아 묶는다. 

∙ Tv, 전화선 등 전기 코드는 묶어 관리한다. 

∙ 정기적으로 장비(예: 보행보조기구, 휠체어) 상태를 점검한다. 

환자 

교육 

(10) 

∙ 금기가 아니라면, 환자에게 규칙적인 운동과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

한다. 

∙ 발에 잘 맞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슬리퍼를 신도록 교육한다. 

∙ 양말이나 압박스타킹을 신고 돌아다니지 않게 교육한다. 

∙ 팔걸이가 있고 일어서고 앉기에 적정한 높이의 의자를 사용하도록 교육

한다. 

∙ 화장실과 경사진 곳, 복도에서 안전바를 사용하도록 교육한다. 

∙ 도움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간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교육한다. 

∙ 환자와 보호자가 병실 및 주변 환경과 생활(예: 전동 침대, 호출기, 휠체

어, 욕실 내 안전바, 침상 주변의 이동식 변기)에 익숙해지도록 교육한다. 

∙ 환자와 보호자에게 침대, 의자, 화장실, 휠체어로 안전하게 이동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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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교육한다. 

∙ 입원기간 동안 보호자 동반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교육한다. 

∙ IV 폴대, 이동식 탁자, 휠체어와 같이 움직이는 물건을 사용하여 몸을 지

지하지 않도록 교육한다. 

 

간호사 3인을 대상으로 임상실무지침과 문헌으로부터 추출한 71개 간호 활동 권고안

의 임상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 결과 간호사 3인간의 일치도(interrater reliability)는 

0.586으로 중간 수준(moderate)의 일치도를 보였다. 세 명 모두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활동은 없었으며 두 명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활동은 4개로 고위험군 간호 활동 1개, 

일반 간호 활동 3개였다. 그 내용은 Table 19와 같다. 

Table 19. Nursing activities rated as impossible by two nurses out of three 

Category1 Category 2 Recommendation 

고위험군  낙상위험 표지판을 환자 침상에 부착한다. 

일반 안전한 

환경제공 

침상간 커튼은 한쪽으로 몰아 묶는다 

낙상 유발 행동을 감시하는 경고장치를 이용한다. 

환자 교육 팔걸이가 있고 일어서고 앉기에 적정한 높이의 의자를 

사용하도록 교육한다. 

 

세 명 중 한명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활동은 고위험군 간호 활동 1개, 일반 간호 활동 

1개, 위험요인 별 간호 활동 9개로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Table 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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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0. Nursing activities rated as impossible by one nurse out of three 

Category1 Category 2 Recommendation 

고위험군  가능한 간호사실과 가까운 곳에 환자 침대를 배치한다. 

일반 안전한 

환경제공 

Tv, 전화선 등 전기 코드는 묶어 관리한다. 

위험요인 수면장애 수면을 방해하는 주변 소음과 자극을 줄인다. 

 배뇨장애 매 2시간마다 규칙적으로 배뇨 상태 및 배뇨 요구도를 

확인한다. 

 가능한 환자의 침상은 화장실과 가까운 곳으로 배치한다. 

 배뇨 시 쉽게 벗을 수 있는 환자복을 제공한다 

 배변장애 매 2시간마다 규칙적으로 배변 상태 및 배변 요구도를 

확인한다. 

 가능한 환자의 침상은 화장실과 가까운 곳으로 배치한다. 

 배변 시 쉽게 벗을 수 있는 환자복을 제공한다 

 하지근력약화 주기적으로 하지 근력, 운동성, 균형감각을 평가한다. 

 어지러움 말초혈관을 확장시킬 수 있는 뜨거운 물 목욕(샤워)을 피

하도록 교육한다. 

 

한 명이라도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14개 간호 활동에 대해 수간호사와 면담을 실시하여 

해당 권고안을 낙상 위험 예측 예방 CDSS에 포함할지 결정하였다.  

결과, Table 21과 같이 총 8개의 낙상 예방 간호 활동이 임상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

로 판단되어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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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List of nursing intervention for fall prevention not implemented in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Category1 Category 2 Recommendation 

고위험군

(2) 

 낙상 위험 표지판을 환자 침상에 부착한다. 

가능한 간호사실과 가까운 곳에 환자 침대를 배치한다. 

일반(4) 안전한 

환경제공 

침상간 커튼은 한쪽으로 몰아 묶는다. 

낙상 유발 행동을 감시하는 경고장치를 이용한다. 

Tv, 전화선 등 전기 코드는 묶어 관리한다. 

환자 교육 팔걸이가 있고 일어서고 앉기에 적정한 높이의 의자를 

사용하도록 교육한다. 

위험요인

(2) 

배뇨장애 가능한 환자의 침상은 화장실과 가까운 곳으로 배치한다 

배변장애 가능한 환자의 침상은 화장실과 가까운 곳으로 배치한다 

 

 

(4) 낙상예방 권고안에 따른 활동 진술문 정의 

낙상 위험 요인 별 37개 권고안은 46개의 기존 진술문에 매핑되었고 기존 진술문으로 

매핑될 수 없는 권고안을 위해 8개의 신규 진술문을 생성하였다. 낙상 위험 요인에 따른 

신규 간호 활동 진술문은 Table 22와 같다. 

Table 22. Newly generated nursing intervention statements for nursing documentation by fall-

risk factors 

Risk factor Newly generated nursing statements 

벤조다이아제핀 

투여 

Benzodiazepine 투여로 인한 낙상의 가능성을 알리고 주의를 줌 

투약 처방 및 용량의 추이를 주의 깊게 확인함 

약물 용법 및 용량을 주치의에게 확인함 

수면장애 취침 전 과도한 운동을 피하도록 교육함 

배뇨/배변장애 밤에 화장실 조명을 켜둠 

쉽게 벗을 수 있는 환자복을 제공함 

화장실 주변의 장애물을 제거함 

하지근력저하 환자 이동 시 보조기구(휠체어, walker)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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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 고위험군을 위한 6개 권고안에 11개의 기존 진술문이 매핑되었고 2개의 진술문

을 새로 생성하였다. 낙상 예방을 위한 일반 간호 활동 권고안 20개는 23개의 기존 진

술문과 8개의 신규진술문에 매핑되었다. 새로 생성된 낙상 고위험군 및 일반 간호 활동 

진술문은 Table 23과 같다. 

Table 23. Newly generated nursing intervention statements for nursing documentation for high 

risk and general fall prevention  

Category1 Category 2 Newly generated nursing statements 

고위험군  환자와 보호자에게 낙상 위험요인 별 예방교육을 시행함 

낙상 고위험군임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환자 팔찌에 부착함 

일반 안전한  

환경제공 

이동식 기구 바퀴의 잠금 상태를 확인함 

환자의 소지품과 보조기구를 손 닿는 곳에 둠 

침상, 복도, 화장실 조명 밝기를 확인함 

침상, 복도, 화장실 주변을 정리함 

정기적으로 보조기구(휠체어, walker)상태를 확인함 

 환자교육 양말이나 압박스타킹을 신고 이동하지 않도록 교육함 

화장실과 복도에서 안전바를 사용하도록 교육함 

이동식 의료기(휠체어, 폴대 등)에 몸을 지탱하지 않도록 

교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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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 

(1) 데이터 모델링 

입력-프로세스-출력에 필요한 자료 항목을 정의하고 상세화 하여 데이터 사전으로 

명시하였다. 낙상 위험 예측 과정의 입력 자료 항목에는 낙상위험도를 계산하는데 필요

한 15가지 위험요인의 결과값이 포함되며 출력 자료 항목에는 계산된 낙상위험도, 낙상

위험군 분류 결과가 포함된다. Table 24는 낙상 위험 예측 예방 CDSS의 입력 자료 항

목을 포함한 데이터 사전이다. 

Table 24. Example of data dictionary for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Field name Type Value Min Max 

Admission route Byte 0|1|2|3   

Benzodiazepine Boolean 0|1   

Mental state Byte 0|1|2   

Sleep disorder Boolean 0|1   

Dysuria Boolean 0|1   

Dyschezia Boolean 0|1   

Lower limb weakness Byte 0|1|2   

Pain Boolean 0|1   

Dizziness Boolean 0|1   

Fatigue Boolean 0|1   

Malignant neoplasm of respiratory and intrathoracic organs Boolean 0|1   

Malignant neoplasm of secondary and unspecified sites Boolean 0|1   

Restricted activity Boolean 0|1   

HendrichII fall risk score Integer  0 16 

Operative event

Postoperative day + 1
 

Real 

number 

 0 1 

Acuity score Integer  0 67 

 

낙상 위험 예측 예방 CDSS에서 필요한 자료와 지식 베이스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개

체-관계 다이어그램은 Figure 20과 같다. 데이터베이스는 환자의 기본 정보를 포함하는 

Personal, 환자의 임상 자료를 포함하는 Patient Data, 낙상 예방 간호 권고안을 포함하

는 Recommendation Knowledge, 낙상 위험군을 결정하는 예측 모델의 cutoff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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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Prediction Model Cutoff Knowledge, 환자의 낙상위험도와 낙상위험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Evaluation Knowledge, 환자의 낙상위험군과 낙상 요인에 따른 맞춤

형 간호권고안을 포함하는 Tailored Recommendation 테이블로 구성되었다.   



67 

 

 

Figure 20. Entity relation diagram of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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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세스 모델링 

분석 단계에서 추출된 지식과 기능을 바탕으로 Figure 21과 같이 낙상 위험 예측 예

방 CDSS의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CDSS를 실행한 시각을 기준으로 환자의 낙상 위험도 계산에 필요한 환자 자료를 불

러와 낙상 위험 예측 모델에 위험 요인 별 값을 넣어 낙상위험도를 계산한다. 낙상 위험 

요인 별 모델에 값을 투입하여 낙상위험도를 계산하는 과정이 A이다. 계산된 낙상위험

도가 모델의 cutoff보다 높으면 낙상 고위험군으로 판단하여 고위험군 권고안과 일반 권

고안을 출력하고, cutoff보다 낮으면 낙상 저위험군으로 판단하여 일반권고안만 출력한다.  

이후, 환자가 가지고 있는 낙상 위험요인에 따라 맞춤형 권고안을 출력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B이다. 간호사는 환자의 낙상위험도를 현재 시각을 기준으로 재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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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Algorithm of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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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인터페이스 영역에서는 한 개 메인 메뉴에 대한 4개 스크린을 설계하였다.  

낙상 위험 예측 예방 CDSS를 실행하면 첫 화면에 해당 환자의 낙상 위험도가 실행 

시각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결과가 팝업으로 제시되도록 설계(Figure 22)하였다. 팝업 창

에 확인을 클릭하면 환자의 위험요인과 위험요인 별 맞춤형 권고안을 조회(Figure 23)

할 수 있다.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위험요인 권고안이 일반 권고안보다 먼저 제시된다. 

일반 권고안은 낙상 위험군과 상관없이 모든 환자에게 공통으로 제공(Figure 24)된다. 

화면내 '위험요인 별 데이터상세확인'을 클릭하면 낙상 위험도가 계산된 근거 자료를 조

회(Figure 25)할 수 있다.  

 

Figure 22. Pop-up screen for displaying fall 

risk group 

 

Figure 23. Screen for displaying tailored fall 

prevention recommendations 

 

Figure 24. Screen for displaying general fall 

prevention recommendations 

 

Figure 25. Screen for displaying data source 

and documentation date by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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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은 낙상 위험 예측 예방 CDSS와 전자간호기록시스템이 동시에 실행되는 사

용자 화면으로, CDSS에서 제시한 권고안에 따라 간호사가 낙상 예방 활동을 수행한 후, 

간호일지 화면에서 해당 진술문을 조회하여 기록하도록 설계하였다. 

 

Figure 26. User interface of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and electronic nursing record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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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현 

낙상 위험 예측 예방 CDSS가 낙상 위험 예측 모델의 변수에 해당되는 환자의 임상 

자료를 추출하여 예측 모델의 값(예: 0 (없음), 1(있음))으로 변환하고, 예측 모델에 값을 

투입하여 낙상 위험도를 계산하는 로직은 총 6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환자

의 임상 자료를 추출하는 과정과 예측 모델의 값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되

었다. 예를 들어, '배변 장애'를 나타내는 간호 진술문 중 '변비 호소함'과 '대변 못 봄' 이 

있는데 '변비 호소함'이 '대변 못 봄'보다 현재 시점으로부터 더 가까운 시각에 작성된 자

료임에도 불구하고 CDSS가 '변비 호소함'을 추출하지 못한 경우가 환자의 임상 자료를 

추출하는 로직 오류 중 하나였다. 예측 모델의 값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의 오류로는 '의

식 상태'를 나타내는 'GCS점수'가 각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의식의 정도를 판단하는데 

E4V5M6으로 만점임에도 불구하고 1(confused or drowsy)로 변환되어 예측 모델에 투

입되는 사례가 있었다. 검증 마지막 날, 임의 추출한 환자 10명의 자료에서 오류가 발견

되지 않아 검증 절차를 완료하였다.   

낙상 위험 예측 예방 CDSS는 본 연구자가 설계한 내용을 기반으로 연구 병원 의료정

보팀 내 시스템 개발자의 도움을 받아 2018년 11월 28일부터 2019년 3월 18일까지 

개발하였고 3월 21일에 병원정보시스템 운영기에 탑재(build up)되어 현재 연구 병동에

서 사용되고 있다. 

구현된 CDSS 중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igure 27은 낙상 위험 예측 예방 CDSS의 아이콘으로 메뉴창에서 'cdss'를 검색하면 

조회된다. 낙상 위험 예측 예방 CDSS는 CDSS를 실행한 시각을 기준으로 환자의 낙상 

위험도를 계산하여 낙상 위험군 분류 결과, 지난 2주간의 낙상 위험도 추이, 환자의 낙

상 위험 요인, 위험 요인별 간호 중재 권고안을 출력한다. 

 

Figure 27. Icon of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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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은 CDSS가 환자가 가진 위험요인(左)과 위험요인 중 '어지러움'에 따른 맞

춤형 낙상 예방 권고안(右)을 제공하는 화면이다. 

 

Figure 28. Tailored recommendations by risk factors in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Figure 29는 CDSS가 모든 환자에게 제공하는 낙상 예방 일반 권고안으로 '안전한 환

경 제공'과 '환경교육' 관련 주제로 분류되어 있다.   

 

Figure 29. General recommendations for fall prevention in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Figure 30은 환자의 낙상 위험도가 계산된 근거 자료를 조회하는 화면으로 CDSS가 

낙상 위험도를 계산하는데 사용한 데이터의 자료원과 자료 항목 및 항목 값, 자료 입력 

일시를 보여준다. 환자의 상태가 변경되면 기록을 수정하도록 요청하는 문구가 함께 제

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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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0. Screen for displaying data source and documentation date for data used to predict 

fall risk 

 

낙상 위험 예측 예방 CDSS 의 메인 화면에서 '최신데이터 불러오기→위험도 재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클릭한 시각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시간에 작성된 자료를 끌어와 

낙상 위험을 재계산하고 위험요인 및 위험요인 별 간호중재 권고안을 화면에 출력한다.  

Figure 31은 '최신데이터 불러오기→위험도 재계산' 버튼을 클릭할 때 화면에 제시되

는 팝업으로 재계산 버튼을 클릭한 시점을 기준으로 환자의 낙상 위험도를 계산하여 낙

상 위험군을 제시한다. 팝업창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CDSS사용 로그가 저장된다. 

 

Figure 31. Pop up screen for displaying fall risk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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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는 낙상 위험 예측 예방 CDSS가 제공한 권고안에 해당되는 활동 진술문을 

간호사가 조회하기 쉽게 간호일지 내 독립된 폴더로 생성한 화면이며, Figures 33은 낙

상위험요인별 맞춤형 간호 폴더 아래 '하지운동성 저하' 폴더 내에 포함된 간호진술문을 

보여준다. 

 

Figure 32. Hierarchy of nursing intervention 

statements folders in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Figure 33. Nursing intervention statements by 

fall-risk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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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1) 전문가 평가 

전문가 3인의 낙상 위험 예측 예방 CDSS 휴리스틱 평가 결과는 Table 25와 같다.  

Table 25. Heuristics problem evaluation results 

Heuristics problem 
Severity score 

Evaluator #1 Evaluator #2 Evaluator #3 

Visibility of system status 1 1 2 

Match between system and the real world 0 0 0 

User control and freedom 0 1 1 

Consistency and standards 0 1 0 

Error prevention 0 0 2 

Recognition rather than recall 0 0 0 

Flexibility and efficiency of use 1 0 1 

Aesthetic and minimalist design 0 1 1 

Help users recognize, diagnose, and 

recover from errors 

0 0 2 

Help and documentation 1 0 2 

 

전문가 2인 이상이 지적한 ＇시스템 상태의 가시성＇문제는 CDSS가 제공하는 낙상 

위험 변화 그래프가 낙상 위험이 낮은 경우에 변화의 정도가 가시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

는다는 점과 고위험군을 결정하는 위험도 기준이 낮아 고위험군이라는 인식이 약해 보인

다는 점이었다.  

이밖에 ‘도움말과 문서화’원칙과 관련하여, 낙상 위험 예측 예방 CDSS 사용 매뉴얼을 

제작하여 병원정보시스템 내 게시판에 게시하였고 CDSS 사용 개시전 연구병동 간호사

를 대상으로 CDSS 사용법을 1회 교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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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 평가 

낙상 위험 예측 예방 CDSS 사용 한달 후 조사한 사용성 평가에는 연구병동 간호사 

19명 중 14명(응답률: 74.7%)이 참여하였다. 대상자 모두 여성이었으며 평균 임상 경

력은 6년(최소 10개월~최대 15년)이었다. 시스템 유용성, 사용 용이성, 학습 용이성, 

만족도에 대한 평균 점수는 Table 26과 같다.  

Table 26. Usability evaluation results 

 

영역별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던 문항을 살펴보면, 유용성 영역에서는 ＇환자 안전사

고 위험 예측 예방 시스템은 유용하다(4.71)＇사용 용이성 영역에서는 ＇환자 안전사

고 위험 예측 예방 시스템은 사용하기 간단하다(5.00)＇, 학습 용이성 영역에서는 ＇

환자 안전사고 위험 예측 예방 시스템 사용법을 배우는 것은 쉽다(5.00)＇, 만족도 영

역에서는 ＇나는 동료에게 환자 안전사고 위험 예측 예방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권유할 

것이다(4.50)＇로 나타났다. 

영역별 평균점수가 가장 낮았던 문항을 살펴보면, 유용성 영역에서는 ＇나는 환자 

안전사고 위험 예측 예방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4.07)＇, 사

용 용이성 영역에서는 ＇나는 오류 발생시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다(4.14)＇, 학습 

용이성 영역에서는 ＇나는 환자 안전사고 위험 예측 예방 시스템에 빨리 능숙해졌다

(4.86)＇, 만족도 영역에서는 ＇환자 안전사고 위험 예측 예방 시스템은 사용하기 재

미있다(3.86)＇로 나타났다. 

 

  

 
Usefulness Ease of Use 

Ease of 

Learning 
Satisfaction 

Mean score 

(SD) 
4.41 (0.21) 4.51 (0.23) 4.95 (0.07) 4.28 (0.23) 

Range of 

score 
4.07-4.71 4.14-5.00 4.86-5.00 3.86-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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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본 연구에서는 환자진료접점에서 생성된 전자의무기록 자료를 수집하여 포함력, 최신

성, 상세성을 기준으로 통합 정제한 후, 통계 분석 및 기계학습 기법을 활용하여 낙상 

위험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평가하였다. 이후, 개발된 모델과 임상실무지침 내 지식을 

결합하여 환자의 낙상 위험도와 위험요인에 따라 맞춤형 간호중재안을 제공하는 임상의

사결정지원시스템을 개발하고 평가하였다.  

본 장에서는 낙상 위험 예측 모델 개발 과정 시 전자의무기록 자료의 전처리 과정, 모

델의 예측력, 다른 연구에서의 낙상 위험 예측 모델과의 비교 결과 및 제한점, 낙상 위

험 예측예방 CDSS의 특징 및 평가 방법의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낙상 위험 예측 모델 개발 및 평가 

본 연구에서 수집한 전자의무기록 자료에 따르면, 연구 병동의 낙상 발생률은 1,000

재원일수 당 2.2건으로 이전 연구(Kim & Choi-Kwon, 2013; Watson et al., 2015) 에

서 보고된 낙상 발생률인 1.3-11.5건/1,000재원일수 범위에 포함되나 비교적 낮은 수

치이다. 연구 병원 내 낙상발생률이 가장 높은 부서인 신경과, 신경외과를 포함한 뇌신

경센터와 혈액종양내과에 입원한 환자만을 연구 대상자로 포함한 것을 고려한다면, 전체 

병원의 낙상 발생률은 더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 병원은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 병동 마다 환자안전 책임 간호사를 두어 환자 

안전 사고에 대해 간호사를 교육하고 사고 발생을 모니터링 하는 등의 낙상 예방 활동을 

이끌고 있다. 또한 간호부 차원에서 낙상 예방 캠페인을 통해 낙상 사고에 대한 환자 및 

보호자의 인식 개선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연구 시작 전부터 지속되어 

오고 있어 본 연구 병원의 낙상발생률이 다른 연구에서 보고된 급성기 의료기관의 낙상 

발생률보다 낮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의료진으로부터 진료 혹은 간호 시점에 기록된 다양한 형태의 자

료를 종합하여 낙상 위험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다. 여러 시점에 다양한 자료원에 기록된 

복잡한 형태의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결측치를 줄이면서 낙상 혹은 퇴원 직전의 환자 상

태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었다.  

낙상 위험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료 시점을 선택하는 문제와 관련해 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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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이슈를 고민하였다. 첫번째 이슈는, 낙상 환자의 낙상 시점에 대응되는 비낙상 환자

의 자료 추출 시점을 선택하는 문제였다. 낙상 환자의 평균 낙상 발생일이 전체 재원 기

간 중 중간 일(
𝐿𝑂𝑆

2
)에 해당됨에 따라, 비낙상 환자의 전체 재원 기간 중 중간 일의 

HIIFRM 점수와 퇴원 직전의 HIIFRM 점수를 비교하였다. 여기서 HIIFRM 점수는 환자

의 임상 상태를 확인하는 지표로 사용되었다. 그 결과, 비낙상 환자의 전체 재원 기간 

중 중간 일의 HIIFRM 점수와 퇴원 직전의 HIIFRM 점수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p=0.2966). 따라서, 연구자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낙상 환자의 낙상 

사고에 대응되는 비낙상 환자의 사건을 퇴원으로 정하여 퇴원 직전의 자료를 모델에 투

입하였다.  

두번째 이슈는, 낙상 변수별 자료 추출의 최대허용기간(maximum allowable period)

을 정의하는 문제였다. 모든 변수가 관심 사건(낙상 혹은 퇴원) 발생 직전에 기록되지 

않고 변수별로 기록을 작성하는 주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성별, 연령, 입원 

방법과 같은 변수는 입원 직후 초기간호사정지에 한번만 기록되나 대부분의 낙상 변수는 

재원 기간 중 여러 시점에 다양한 자료원에 기록된다. 연구자는 변수별 자료 추출을 위

한 최대허용기간을 정의할 때 각 변수가 기록되는 빈도를 고려하였다. 예를 들어 중심정

맥관 상태는 이틀마다 기록되고 있어 중심정맥관의 최대허용기간은 '사건 발생 전 이틀

까지' 였다. 만일 최대허용기간 내 두 번 이상 기록된 경우, 사건발생일로부터 가장 가까

운 시간에 작성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다양한 형태로 기록된 변수의 경우, 결측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자료 형태를 변환하

였다. 첫번째로, 빈도 혹은 정도를 나타내는 자료는 여부로 변환하였다. 그 예로, 배변 

장애에 포함되는 설사는 임상관찰기록지 내 설사 횟수로 기록되나 간호 일지 상에서는 

설사 여부로 기록되므로 최종 분석 시 설사 횟수 자료를 설사 여부로 변환하였다. 또한 

의식상태를 반영하는 Glasgow Coma Scale의 결과(120가지 조합)와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Stroke Scale 결과(4가지 값), Richmond Agitation Sedation Scale 결과(10

가지 값)는 'alert', 'confused or drowsy', 'semi-comatose or comatose'로 변환하였다. 

낙상 위험 예측 모델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 Cox 비례 위험 회귀 분석, 의사결정나무 

기법으로 개발되어 민감도, 특이도, 양성예측도, 음성예측도, AUC를 지표로 하여 예측력

을 비교하였다. 로지스틱 회귀 모델은 모든 지표상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Cox 비례 

위험 회귀 모델의 경우, 대부분의 대상자가 낙상 시점에 중도 절단(censored)되어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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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측력을 떨어뜨렸을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 낙상 환자와 비낙상 환자간 'class 

imbalance'를 조정하여 재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양성예측도는 최대 7.28%로 

다른 네 개의 평가 지표보다 매우 낮은 수치이다. 이는 양성예측도가 사건의 발생률(p)을 

반영하기 때문으로, 낙상 발생률이 2%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간호 기록을 활용하여 입

원환자의 낙상 위험 예측 모델을 개발한 Yokota and Ohe (2016)연구에서는 전체 46,241명의 

환자 중 낙상 환자가 1,620명으로 낙상 발생률은 3.5%였고 모델의 양성예측도는 0.3%로 매

우 낮았다. 반면, Lee et al. (2016)의 연구에서는 양성예측도가 32%로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낙상 환자와 비낙상 환자를 1:4의 비율로 추출함으로써 낙상 발생률을 실제 발생률(1.1%)

보다 상향하여 모델에 반영하였다는 점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낙상 위험 예측 모델에서 낙상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하지 근력 약

화로 나타났다. 이는 Ambrose, Paul, and Hausdorff (2013)가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해 낙상 발

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하지 근력 약화를 도출한 결과와 같다. 낙상 발생에 근

력 약화가 미치는 영향을 메타 분석한 연구(Moreland, Richardson, Goldsmith, & Clase, 2004)에

서는 하지 근력 약화는 낙상 발생 위험을 1.76배 증가시켰다. 신체의 균형과 걸음걸이를 유

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하지 근력은 낙상 발생에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배뇨장애가 낙상 위험을 유발하는 주요 위험요인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이

전 연구 결과(Giles et al., 2006; Kim, Lee, & Eom, 2008; Kim & Choi-Kwon, 2013; Marier et al., 

2016; Nyberg & Gustafson, 1997)를 지지한다. 배뇨장애가 있는 환자는 배뇨장애가 없는 환자

에 비해 낙상 위험이 2.82배 높았는데 이는 빈뇨(urinary frequency)와 요실금을 포함하는 배

뇨장애가 있는 환자가 화장실을 자주, 긴박하게 이용하게 됨으로써 그 과정에서 낙상이 발

생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Hong, Kim, Jin, Piao, and Lee (2015)의 연구에서 낙상 환자의 중증도 점수가 비낙상환자에 

비해 높았던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중증도 점수가 1점 상승 시 낙상 위험이 1.03배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도 점수는 낙상 위험 요인과 밀접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데 예

를 들어 '자세 바꿈 혹은 이동 횟수(frequency of positioning or transferring)'는 환자의 운동성 

혹은 하지 근력이 저하된 상태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며 '기저귀 교환 횟수'는 배뇨장애 혹은 

의식상태를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 낙상 예방 교육 및 낙상 예방 간호서비스는 낙상 위험을 감소시킨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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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는데 이는 Cox et al. (2015) 및 Hong et al. (201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연구 병동에

서 제공하는 낙상 예방 교육 및 간호서비스는 외적 요인(환경)에 대한 환자 및 보호자 교육

과 위험한 환경을 수정(modification)하는데 집중하고 있어 향후 환자의 내적 요인에 대한 

중재 시 낙상 위험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자는 최소한의 변수만으로 신뢰성 있는 결과를 예측하는 간결한(parsimonious) 모

델을 개발하여 임상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Kononenko, 2001; Lee & Park, 2009) 하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연구병원에서 현재 사용중인 HIIFRM보다 더 적은 개수의 변수를 활용

하여 HIIFRM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

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가용한 변수를 모두 사용하여 최대의 성능을 보이는 예측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판단하였다. 따라서 민감도와 음성예측도가 가장 높은 모델을 선

택하여 근거 기반 맞춤형 권고안을 제공하는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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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낙상 위험 예측 및 예방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 및 평가 

낙상 위험 예측 예방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지식 및 기능에 대한 사용자 요구도 

조사에서 CDSS에서 간호 일지로 기록을 자동으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요청하였으나 

제한된 기간 내에 구현하기가 어려워 생략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CDSS는 현재 병

원정보시스템 내에 탑재되어 있지 않고 웹을 통해 독립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병원정보시

스템내 다른 서식과 완벽히 연계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A환자의 화면에서 B환자를 

선택하면 병원정보시스템 내 다른 서식(예: 간호일지, 임상관찰기록지 등)은 자동으로 B

환자 화면으로 전환되나 CDSS 화면은 전환되지 않는다. 따라서 간호사는 담당 환자의 

수만큼 메뉴 화면에서 CDSS 아이콘을 클릭해야 환자의 낙상 위험도 및 위험요인, 위험

요인에 따른 맞춤형 중재안을 조회할 수 있다. 추후 CDSS의 임상 효과가 입증되면 

CDSS가 병원정보시스템 내로 탑재될 예정이며, 간호일지로의 자동 기록과 서식 간 연

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CDSS가 제시하는 맞춤형 권고안에 따라 제공한 간호 서비스를 간호 

일지에 기록할 수 있도록 권고안의 내용과 의미적으로 일치하는 간호진술문을 매핑하였

다. 예를 들어 수면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간호 권고안은 5개가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낮 동안 충분한 활동을 하도록 격려한다', '낮잠을 피하도록 교육한

다', '취침 전 카페인 섭취를 피하도록 교육한다', '수면을 방해하는 주변 소음과 자극을 줄

인다', '취침 전 과도한 신체 운동과 정신 활동을 피하도록 교육한다'가 있다. 이 중 '취침 

전 과도한 신체 운동과 정신 활동을 피하도록 교육한다'를 제외하고 총 7개의 기존 간호

진술문에 매핑 되었다. '낮 동안 충분한 활동을 하도록 격려한다'는 '(ID: 10000005977) 낮 

동안 활동을 격려함'에, '낮잠을 피하도록 교육한다'는 '(ID: 4631) 낮잠을 제한함', '(ID: 

10000005975) 낮 동안 수면을 줄이도록 격려함', '(ID: 81) 낮 시간에 수면을 줄이도록 권유함

'에, '취침 전 카페인 섭취를 피하도록 교육한다'는 '(ID: 10000009089) 오후에는 카페인이 함

유된 음식을 피하도록 교육함'에, '수면을 방해하는 주변 소음과 자극을 줄인다'는 '(ID: 

4955) 자극이 적은 환경을 유지함(낮은 조명, 소수의 사람, 단순한 장식, 낮은 소음 수준)’과 

'(ID: 5174) 환경적인 자극을 줄임(조명,소음)'에 매핑하였다. 그러나 기존 진술문 중 '취침 

전 과도한 신체 운동과 정신 활동을 피하도록 교육한다'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진술문이 

없어 간호부와 논의하여 '취침 전 과도한 운동을 피하도록 교육함'을 새로 생성하였다. 

추후 CDSS가 병원정보시스템 내 탑재되어 CDSS 내에서 해당 권고안을 클릭하고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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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간호 일지에 권고안과 매핑된 진술문이 자동으로 입력 저장될 것이다.  

  임상실무지침과 문헌으로부터 추출한 71개 간호 활동 권고안에 대해 간호사 3인으

로부터 임상 적용 가능성을 평가받았는데, 이 중 8개 권고안이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CDSS내에 반영하지 않았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고위험군 간호권고안 중 '낙상 

위험 표지판을 환자 침상에 부착한다'는 최근 간호부의 낙상 예방 지침이 수정됨에 따라 

낙상 고위험군 환자 팔찌에 이를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모든 이동 기구에 '낙상 위

험' 표식을 걸어두는 것으로 대체되어 이를 삭제하였다. 그리고 '가능한 간호사실과 가까

운 곳에 환자 침대를 배치한다'나 '가능한 환자의 침상은 화장실과 가까운 곳으로 배치한

다'는 환자의 병상을 자유로이 옮길 수 없는 의료기관 상황을 고려하여 삭제하였다. '침상 

간 커튼은 한쪽으로 몰아 묶는다'는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침상 간 커튼을 

한 곳으로 묶지 않는다 하였고 'TV, 전화선 등 전기 코드는 묶어 관리한다'는 이미 전기 

코드가 묶인채 관리되고 있으므로 권고안으로 제공하는데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간호사 3인간 간호 활동 권고안의 임상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응답의 일치율은 0.586으로 

중간수준으로 나타났다. 수간호사 1인, 책임간호사 1인, 일반간호사 1인으로 구성된 대

상자들 간 동일한 간호 활동에 대한 입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매 2시

간마다 규칙적으로 배뇨/배변 상태 및 배뇨/배변 요구도를 확인한다.'는 수간호사와 책임

간호사는 업무량에 따라 가능함으로 표기한 반면 일반간호사는 불가능함으로 표기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수간호사는 해당 활동에 대해 간호관리자로서 일반 간호사에게 수행하도록 

권고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 피력하나 일반 간호사는 제한된 시간과 과중한 업무 속에서 수

행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해당 활동이 배뇨/배변 장애를 가진 

환자의 낙상 예방에 매우 중요하므로 CDSS에는 삭제하지 않고 반영하기로 결정하였다.   

사용자 화면 설계 및 구현과 관련해서 연구자가 설계한 화면은 연구 병원 사용자 화면

과 조화롭게 구현되었다. 예를 들어, 낙상 위험도의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상에서 고위

험군의 경우 붉은색 점으로, 저위험군의 경우 회색 점으로 위험도를 표시하였고 환자가 

가진 위험요인은 낙상위험평가서식(HIIFRM)내 위험요인 항목과 동일하게 녹색으로 표

시하였다. 간호사의 화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중요한 내용(예: 환자 번호 및 이름, 고

위험군 권고안, 위험요인, 진술문 작성 안내)은 문구 색상 혹은 크기를 조정하여 강조하

였다.      

휴리스틱 평가에서 전문가 2인 이상이 지적한 ＇시스템 상태의 가시성＇문제는 CD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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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공하는 낙상 위험 변화 그래프가 낙상 위험이 낮은 경우에 변화의 정도가 가시적으

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이는, CDSS가 낙상 위험도를 0~1 사이의 확률로 

계산하고, 낙상 고위험과 저위험을 판단하는 기준 점수가 0.1보다 작은 상황에서, 시스

템 개발 프로그램이 낙상 위험도를 표현하는 그래프의 y축 간격이 고정되어 있어 낙상 

저위험군의 그래프가 0에 가깝게 표현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도 일찍이 이 점을 인지

하여 CDSS 개발 당시 의료정보팀 내 시스템 개발자와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수정할 

수 없었다. ‘도움말과 문서화’문제는 CDSS 사용 매뉴얼을 제작하여 병원정보시스템 내 

병동 게시판에 업로드하고, 연구 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CDSS 사용법에 대해 오프라

인 교육함으로써 개선하였다.  

간호사 14명을 대상으로, CDSS 사용 1개월후 조사한 사용성 평가에서 시스템 유용성, 

사용 용이성, 학습 용이성, 만족도 영역 모두 평균 4점 이상을 받았다. 시스템 유용성 영

역 중 ＇나는 환자 안전사고 위험 예측 예방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문항이 평균 4.07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는 CDSS가 병원정보시스

템 내에 탑재되지 않아 간호일지(평균 1.50초)나 임상관찰기록지(평균 1.85초)와 같은 

서식에 비해 CDSS를 가동하는데 시간이 길게 소요(평균 5.00초)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CDSS를 사용하는 연구병동에서는 환자의 낙상 위험을 사정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낙상위험사정도구를 병행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낙상위험 사정 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들

였을 것이다. 그러나 향후 CDSS의 임상효과가 증명되어 CDSS를 병원정보시스템 내 탑

재하고 기존 낙상위험사정도구를 대체하게 되면, 환자의 낙상위험 평가 업무가 자동화되

어 시간 효율성 측면이 개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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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입원환자의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낙상 위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

천 가능한 맞춤형 간호 중재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Dykes et al., 2009). 낙상 

예방을 위한 조건으로 첫째, 낙상 위험을 민감하게 예측하는 도구가 필요하며 둘째, 환

자에게 제공하는 낙상예방교육 및 간호 중재가 환자 고유의 특성을 반영해야 하며 셋째, 

낙상예방교육 및 간호 중재는 실현 가능해야 한다. 넷째, 낙상예방교육 및 간호중재는 

근거기반 실무로부터 도출되어야 하며 다섯째, 이러한 교육 및 중재는 일관성 있게 제공

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경기도 

소재 3차 의료기관 내 낙상 발생률이 높은 6개 병동에 입원한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자료

를 수집하여 자료의 포함력, 최신성, 상세성에 따라 자료를 통합 정제하였고 로지스틱 

회귀 분석, Cox 비례 위험 회귀 분석,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이용해 낙상 위험 예측 모델

을 개발하였다. 전체 자료는 모델 개발용 자료 셋(80%)과 모델 평가용 자료 셋(20%)

으로 분할하였고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 예측 모델 개발 시 repeated 5-fold cross 

validation을 실시하여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이후 평가용 자료 셋을 활용하여 낙상 

위험 예측 모델의 예측력을 평가하였다. 개발된 모델 중 로지스틱 회귀 모델의 민감도는 

79.0%, 특이도는 79.4%, 양성예측도는 7.3%, 음성예측도는 99.5%, AUC는 0.859로 

나타났고 현재 사용중인 HendrichII Fall Risk Model보다 모든 지표(민감도 76.5%, 특

이도 64.0%, 양성예측도 4.2%, 음성예측도 99.3%, AUC 0.742)면에서 우수하였다.   

개발된 낙상 위험 예측 모델을 바탕으로, 예측 모델 내 포함된 위험요인에 따른 낙상 

예방 간호 중재안을 임상실무지침으로부터 추출하였고 중재안의 임상 적용 가능성에 대

해 간호사 3인에게 평가받았다. 총 71개의 권고안 중 임상 적용이 불가능한 8개를 삭제

한 후, 나머지 63개의 권고안을 낙상 위험 예측 예방 CDSS 내 포함시켰다. 이후 데이

터 모델링, 프로세스 모델링,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과정을 거쳐 낙상 위험 예측 예방 

CDSS를 구현하였다. 낙상 위험 예측 예방 CDSS는 개발된 낙상 위험 예측 모델에 따라 

환자의 낙상 위험도를 계산하여 낙상 위험군을 판별하고, 환자가 가진 위험요인 및 위험

도에 따라 맞춤형 간호중재안을 제공하였다.  

낙상 위험 예측 예방 CDSS 사용 한달 후, 간호사 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용성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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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결과, 유용성 영역은 평균 4.41점, 사용 용이성 영역은 평균 4.51점, 학습 용이성 영

역은 평균 4.95점, 만족도 영역은 평균 4.28점으로 나타났다.       

현재 낙상 위험 예측 예방 CDSS는 효과 평가를 위해 연구 병원 내 1개의 병동에서 

사용되고 있다. 추후 CDSS의 효과가 입증되어 여러 병동으로 확산되어 사용될 경우, 실

시간으로 낙상 위험을 예측하여 고위험군 환자 또는 위험요인을 가진 환자에게 근거 기

반의 맞춤형 간호를 제공할 수 있어 간호의 질이 상승되고 업무 효율이 증가하며 궁극적

으로 낙상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며,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첫째, 낙상 위험 예측 모델 개발에 사용된 전자의무기록 자료는 일개 3차 의료기관의 

6개 병동으로부터 추출되어 결과를 일반화 하기에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Lee et al. (2016)

의 연구와 같이 다른 기간 내 혹은 다른 병동에서 수집된 전자의무기록 자료를 이용하여 

예측 모델의 외적 타당도를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전자의무기록 자료만을 이용하여 낙상 위험 예측 모델을 개발하

여 전자의무기록에 기록되지 않으나 낙상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외적 요

인(예: 미끄러운 바닥 상태, 잘 맞지 않는 슬리퍼, 침상에서 화장실까지의 거리)에 대한 

정보는 포함할 수 없었다. 향후, 외적 요인에 대한 센서(sensor) 자료가 전자의무기록 

내 저장기록되면 낙상 위험 예측 모델에 이러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

서는 간호 일지 내 자유서술식으로 작성된 간호 기록은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추후 

자연어 처리 기반(NLP)의 간호 기록 분석방법을 도입하여 기록 내 주요 개념(entity)를 

도출하여 이를 모델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는 1년 반 동안 해당 병동에 입원한 환자 전수를 대상으로 낙상 위험 예

측 모델을 개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낙상 발생률은 2%로, 낙상 환자(310명)와 비낙상 

환자(15,170명)간 대상자 수가 크게 차이가 나 클래스 불균형(class imbalance) 문제를 

보였다. 모델 훈련 시 클래스 간 균형을 이루도록 대상자 수를 조정하는 방안(over-

sampling 또는 down-sampling)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Lee & Park, 2009). 

넷째, 낙상 위험 예측 예방 CDSS에서 제공되는 근거 기반 간호는 7종의 낙상 예방 

임상실무지침로부터 지식을 추출하였다. 그러나, 일부 위험요인(예: 입원 방법, 피로, 진

단명)과 관련된 간호 활동에 대한 내용이 임상실무지침 내에 없어 CDSS에서는 해당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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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위험도만 제공하도록 구현하였다. 추후 전문가의 견해를 반영하여 간극을 채우는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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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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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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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 예방 간호 권고안의 임상 적용 타당도 조사지 

 

개발중인 CDSS에서 제공될 낙상 예방 간호중재 권고안은 다음과 같은 임상실무지침으로부터 도

출되었습니다. 

 AHRQ (2013). Preventing Falls in Hospitals. A toolkit for improving quality of care 

 NICE (2013). Falls in older people: assessing risk and prevention 

 RNAO (2005). Prevention of Falls and Fall Injuries in the Older adult 

 MOH in Singapore (2005). Prevention of Falls in Hospitals and Long Term Care 

Institutions 

 Australian Commission on Safety and Quality in Healthcare (2009). Prevention Falls and 

Harm from Falls in Older People 

 병원간호사회(2009). 낙상예방간호 실무지침서 및 요약본 

 WHO(2007). WHO Global Report on Falls Prevention in Older Age 

 

하지만, 임상실무지침에서 권고한 모든 활동을 임상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

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상실무지침으로부터 도출된 낙상 예방 권고안(고위험군 공통 권고안, 

일반 권고안, 위험요인별 권고안)의 임상에서 적용 가능성을 평가해주십시오.   

1) 고위험군 공통 권고안: CDSS가 ‘낙상 고위험군’으로 예측한 환자에게 제공되는 권고안 

 

 

고위험군 공통 권고안 
항상 

가능 

업무량 

따라 

가능 

불가능 

‘낙상위험’ 표지판을 환자 침상에 부착합니다.    

환자와 보호자에게 낙상 고위험군임을 알리고 위험요인별 낙상예방 교

육을 시행합니다. 

   

낙상 고위험군임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환자 팔찌에 부착합니다.    

자주 순회하며 환경상황을 점검합니다.    

금기가 아니면 조기보행과 하루 1회 30분간 규칙적인 운동을 하도록 

격려합니다. 

   

반드시 보호자/간병인과 함께 걷도록 교육합니다.    

환자를 이동할 때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지지합니다.    

가능한 간호사실과 가까운 곳에 환자 침대를 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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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권고안: 모든 환자에게 기본으로 제공되는 권고안 

 

 

일반 권고안 
항상 

가능 

업무량 

따라 

가능 

불가능 

환자를 이동할 때 휠체어의 안전 벨트를 사용합니다.    

간호사 호출기는 환자의 손이 닿는 범위 내에 배치합니다.    

침대 높이는 최대한 낮게 유지합니다.    

침대바퀴가 항상 잠금상태인지 확인합니다.    

휠체어, 이동식변기 등 기구/장비의 바퀴가 잠금상태인지 확인합니다.    

환자의 개인 소지품과 보조기구를 환자의 손이 닿는 범위 내에 배치합니다.    

낙상 유발 행동을 감시하는 경고장치를 이용합니다.    

침상, 복도, 화장실 조명 밝기를 점검합니다.    

바닥 표면이 미끄럽지 않은지 점검합니다.    

침상, 복도, 화장실 통로주변을 정리하고 깨끗이 유지합니다.    

침상, 복도, 화장실 통로주변에 사용하지 않는 장비/가구를 치웁니다.    

침상간 커튼은 한쪽으로 몰아 묶습니다.    

tv, 전화선 등 전기코드는 묶어 관리합니다.    

정기적으로 장비(예: 보행보조기구, 휠체어) 상태를 점검합니다.    

금기가 아니라면, 환자에게 규칙적인 운동과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합

니다. 

   

발에 잘 맞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슬리퍼를 신도록 교육합니다.    

양말이나 압박스타킹을 신고 돌아다니지 않게 교육합니다.    

팔걸이가 있고 일어서고 앉기에 적정한 높이의 의자를 사용하도록 교육합니

다. 

   

화장실과 경사진곳, 복도에서 안전바를 사용하도록 교육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간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교육합니다.    

환자와 보호자가 병실 및 주변 환경과 생활(예: 전동침대, 호출기, 휠체어, 

욕실내의 안전 대, 침상주변의 이동식 변기)에 익숙해지도록 교육합니다. 

   

환자와 보호자에게 침대, 의자, 화장실, 휠체어로 안전하게 이동하는 방법을 

교육합니다. 

   

입원기간 동안 보호자 동반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교육합니다.    

IV폴대, 이동식 탁자, 휠체어와 같이 움직이는 물건을 사용하여 몸을 지지하

지 않도록 교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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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요인별 권고안: 해당 위험요인을 가진 환자에게 제공되는 맞춤형 권고안 

위험요인 위험요인별 권고안 
항상 

가능 

업무량 

따라 

가능 

불가능 

수면장애 낮동안 충분한 활동을 하도록 격려합니다.    

낮잠을 피하도록 교육합니다.    

취침 전 카페인 섭취를 피하도록 교육합니다.    

취침 전 과도한 신체운동과 정신 활동을 피하도록 교육합니

다. 

   

수면을 방해하는 주변 소음과 자극을 줄입니다.     

배뇨장애/ 

배변장애 

화장실 통로주변을 정돈하여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발에 잘 맞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슬리퍼를 신도록 교육

합니다. 

   

매 2시간마다 규칙적으로 배뇨(변)상태 및 배뇨(변)요구도를 

확인합니다. 

   

매 2시간마다 규칙적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이동식변기(commodo)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어지러움이 있는 남자 환자에게 소변기(urinal) 이용시 앉아

서 배뇨하도록 교육합니다. 

   

가능한 한 환자의 침상은 화장실과 가까운 곳으로 배치합니

다. 

   

밤에 화장실 조명을 켜둡니다.    

배뇨(변)시 쉽게 벗을 수 있는 환자복을 입도록 합니다.    

미끄러움 방지 매트를 침상근처에 깔도록 합니다.    

하지근력 

약화 

반드시 보호자/간병인과 함께 걷도록 교육합니다.    

환자를 이동할 때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지지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간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교육합니다. 

   

주기적으로 하지근력, 운동성, 균형감각을 평가합니다.     

어지러움 침상에서 천천히 일어나도록 교육합니다.    

뜨거운 물 목욕(샤워) 등 말초혈관을 확장시킬 수 있는 상황

으로의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혈압을 모니터링하고 기록합니다.    

장기간의 침상안정과 부동(immobilisation)상태를 최소화합니

다. 

   

체위성저혈압이 있는 경우, 압박스타킹과 같이 말초혈관을 

압박하는 장비/기구의 사용을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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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인 위험요인별 권고안 
항상 

가능 

업무량 

따라 

가능 

불가능 

벤조다이아

제핀투여 

환자와 보호자에게 benzodiazepine 투여로 인한 낙상발생 

가능성을 주의시킵니다. 

   

약물 처방/투여 용량의 변화를 주의깊게 리뷰합니다.    

환자와 보호자에게 낙상발생 위험과 관련된 약물의 부작용

(예: 나른함, 졸림, 어지러움, 혼돈, 등)에 대해 교육합니다. 

   

필요시 약물 중단, 대체, 용량 조절 방안을 주치의에게 제안

합니다. 

   

수술경과일 반드시 간호사 또는 보호자의 보조를 받아 침상에서 내려오

도록 합니다. 

   

보행을 시작할 때는 서서히 단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계획합니다. 

   

 

다음은 일반적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여자     ② 남자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3) 귀하의 총 임상 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년   (   ) 개월 

 

4) 귀하의 현재 직위는 무엇입니까?        ① 일반간호사     ② 책임간호사     ③ 수간호사 

 

5) 최근 3 개월내, 담당 환자가 낙상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음 (5-1 로 이동)     ② 없음  

 

5-1) 최근 3 개월내, 담당 환자가 낙상한 경험은 총 몇 회입니까? 

① 1 회     ② 2 회    ③ 3 회   ④ 4 회   ⑤ 5 회 이상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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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 위험 예측 및 예방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사용성 평가 설문지  

 

1. 시스템의 유용성 

※ 다음은 시스템의 유용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곳에 “Ⅴ”표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1 2 3 4 5 6 7 

1 환자 안전사고 위험 예측∙관리 시스템은 

매우 효과적이다. 
       

2 환자 안전사고 위험 예측∙관리 시스템은 

매우 생산적이다.  
       

3 환자 안전사고 위험 예측∙관리 시스템은 

유용하다. 
       

4 나는 환자 안전사고 위험 예측∙관리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안전사고 관련 

활동을 더 관리(control) 할 수 있다. 

       

5 환자 안전사고 위험 예측∙관리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계획했던 환자안전 관련 

예방∙관리 활동을 더 쉽게 완수할 수 있다. 

       

6 나는 환자 안전사고 위험 예측∙관리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7 환자 안전사고 위험 예측∙관리 시스템은 

나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킨다. 
       

8 환자 안전사고 위험 예측∙관리 시스템은 

내가 기대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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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의 사용 용이성 

※ 다음은 시스템의 사용 용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곳에 

“Ⅴ”표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1 2 3 4 5 6 7 

1 환자 안전사고 위험 예측∙관리 시스템은 

사용하기 쉽다. 
       

2 환자 안전사고 위험 예측∙관리 시스템은 

사용하기 간단하다. 
       

3 환자 안전사고 위험 예측∙관리 시스템은 

사용자 친화적이다. 
       

4 환자 안전사고 위험 예측∙관리 시스템을 

사용해 내가 원하는 업무를 해내는데 

최소한의 단계만을 거친다 

       

5 환자 안전사고 위험 예측∙관리 시스템은 

사용하기 유연하다. 
       

6 환자 안전사고 위험 예측∙관리 시스템은 

사용하기 수월하다. 
       

7 나는 사용 설명서 없이 환자 안전사고 위험 

예측∙관리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8 나는 환자 안전사고 위험 예측∙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시스템 내 비일관적인 

면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9 비 정기 혹은 정기 사용자 모두 환자 

안전사고 위험 예측∙관리 시스템을 좋아할 

것이다. 

       

10 나는 오류 발생시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다. 
       

11 나는 매번 환자 안전사고 위험 예측∙관리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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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의 학습 용이성  

※ 다음은 시스템의 학습 용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곳에 

“Ⅴ”표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1 2 3 4 5 6 7 

1 나는 환자 안전사고 위험 예측∙관리 시스템 

사용법을 빨리 배웠다. 
       

2 나는 환자 안전사고 위험 예측∙관리 시스템 

사용법을 쉽게 기억한다. 
       

3 환자 안전사고 위험 예측∙관리 시스템 

사용법을 배우는 것은 쉽다.  
       

4 나는 환자 안전사고 위험 예측∙관리 

시스템에 빨리 능숙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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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스템의 만족도  

※ 다음은 시스템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곳에 “Ⅴ”표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1 2 3 4 5 6 7 

1 나는 환자 안전사고 위험 예측∙관리 

시스템에 만족한다. 
       

2 나는 동료에게 환자 안전사고 위험 

예측∙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권유할 

것이다. 

       

3 환자 안전사고 위험 예측∙관리 시스템은 

사용하기 재미있다. 
       

4 환자 안전사고 위험 예측∙관리 시스템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작동한다. 
       

5 환자 안전사고 위험 예측∙관리 시스템은 

근사하다. 
       

6 나는 환자 안전사고 위험 예측∙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7 환자 안전사고 위험 예측∙관리 시스템은 

사용하기 즐겁다. 
       

 

다음은 일반적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Ⅴ”표 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과 연령을 기입해 주십시오.                   남/여,        세  

 

2) 귀하의 총 임상 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년   (   ) 개월 

 

3) 귀하의 현재 직위는 무엇입니까? 

 

① 일반간호사     ② 책임간호사     ③ 수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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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a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for   

fall prediction and prevention using clinical data 

 

Hyesil Jung 

College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develop and evaluate 1) fall-predictive models using clinical data 

collected at the point of care and 2) a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CDSS) to provide 

evidence-based tailored nursing intervention for fall prevention in acute care settings. 

In this study, we developed three models, logistic regression, Cox 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 and decision tree, to predict risk of patient falls and tested the predictive 

performance of these models by comparing the results to results from the Hendrich II Fall 

Risk Model. In addition, we developed and evaluated a CDSS for fall prevention according 

to Software Development Life Cycle (SDLC).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logistic regression model was the best predictive model. The predictive validity 

indicators of logistic regression model were 79.0% for sensitivity, 79.4% for specificity, 

7.3% for positive predictive value, 99.5% for negative predictive value, and 0.859 for AUC. 

Across all predictive indices, logistic regression model had the highest predictive 

performance than Hendrich II Fall Risk Model (76.5% for sensitivity, 64.0% for specificity, 

4.2% for positive predictive value, 99.3% for negative predictive value, 0.742 for AUC). 

The predictive validity indicators of Cox 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 model were 79.2% 



106 

 

for sensitivity, 62.0% for specificity, 2.8% for positive predictive value, 99.3% for 

negative predictive value, and 0.753 for AUC. The predictive validity indicators of 

decision tree were 56.5% for sensitivity, 83.2% for specificity, 6.4% for positive 

predictive value, 98.9% for negative predictive value, and 0.729 for AUC. 

In the analysis phase of SDLC, we extracted 71 nursing intervention knowledge from 

seven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fall prevention by risk factors a fall-predictive model 

has. Totally, 63 nursing intervention knowledge verified from three nurses on clinical 

applicability were included in a CDSS.  

In the design phase, a data dictionary, an algorithm, and four-user screens were 

designed. 

In the implementation phase, we developed a CDSS using Microsoft Visual Studio, .NET 

(wpf), and oracle 11g.  

In the evaluation phase, the three informatics experts rated heuristics problems and 14 

nurses evaluated usability of a CDSS. The usability results showed that the system got 

4.41 points for usefulness, 4.51 points for ease of use, 4.95 points for ease of learning, and 

4.28 points for satisfaction on average.   

We expect that nurses can provide higher quality, safer, and more efficient nursing 

intervention to patients with a high risk of falling and risk factors using a CDSS for fall 

prediction and prevention. 

 

Keywords: accidental fall, electronic medical records, predictive model,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Student Number: 2016-30152 

 

 

  


	서론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목적
	용어의 정의

	문헌고찰
	낙상 위험 예측 모델과 모델 개발 방법
	낙상 예방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연구의 틀
	연구방법
	낙상 위험 예측 모델 개발 및 평가
	낙상 위험 예측 및 예방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 및 평가
	연구의 윤리적 고려

	연구결과
	낙상 위험 예측 모델 개발 및 평가
	낙상 위험 예측 및 예방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 및 평가

	논의
	낙상 위험 예측 모델 개발 및 평가
	낙상 위험 예측 및 예방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 및 평가

	결론 및 제언
	참고 문헌
	부록.
	Abstract


<startpage>1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
 연구의 목적 3
 용어의 정의 4
문헌고찰 6
 낙상 위험 예측 모델과 모델 개발 방법 6
 낙상 예방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11
연구의 틀 13
연구방법 15
 낙상 위험 예측 모델 개발 및 평가 16
 낙상 위험 예측 및 예방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 및 평가 23
 연구의 윤리적 고려 27
연구결과 29
 낙상 위험 예측 모델 개발 및 평가 29
 낙상 위험 예측 및 예방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 및 평가 53
논의 78
 낙상 위험 예측 모델 개발 및 평가 78
 낙상 위험 예측 및 예방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 및 평가 82
결론 및 제언 85
참고 문헌 88
부록. 94
Abstract 105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