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碩士學位論文

낙상으로 입원한 노인환자의
입원 직전 약물복용 실태

濟州大學校 大學院

看 護 學 科

金  芝  娟

2018年 2月







간호학 석사학위 논문

2017학년도

낙상으로 입원한 노인환자의 입원 직전

약물복용 실태

지도교수 최 수 영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김 지 연



- i -

목 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4

3. 용어의 정의 ................................................................................................. 4

Ⅱ. 문헌 고찰

1. 노인의 다약제 복용 ......................................................................................... 6

2. 노인의 낙상과 약물사용 ................................................................................. 10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 13

2. 자료분석 및 연구대상 ................................................................................... 13

3. 연구도구 ......................................................................................................... 14

4. 자료수집 방법 ................................................................................................. 15

5. 연구의 윤리적 고려 ....................................................................................... 16

6. 자료분석 방법 ................................................................................................. 16

Ⅳ.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7

2. 대상자의 질병 관련 특성 ............................................................................. 19

3. 일일 복용하는 자가 약물의 개수와 종류 ................................................ 21

4. 노인에게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복용 건수 ...................................... 26

5. 대상자 특성에 따른 다약제 복용과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복용

현황 ................................................................................................................... 28

Ⅴ. 논의 ...................................................................................................................... 30



- ii -

Ⅵ. 결론 및 제언 ...................................................................................................... 40

참고문헌 ............................................................................................................... 43

Abstract ............................................................................................................... 51

부록 ..................................................................................................................... 53



- iii -

표 목 차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 18

<Table 2> Disease 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 20

<Table 3> The Number of Self-Medications/Day ................................................. 22

<Table 4> Classification of Self-Medications .......................................................... 23

<Table 5> Potentially Inappropriate Medication Use According to Beers

Criteria ............................................................................................................ 27

<Table 6> Polypharmacy and Potentially Inappropriate Medication Use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 29



- 1 -

Ⅰ. 서론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990년에 219만 5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5.1%에

서 2017년에는 707만 5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3.8%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40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32.3%를 넘어 초고령 사회가 될 전망이다(통계청,

2017). 이러한 노인 인구의 증가는 만성질환의 증가로 이어져, 2014년 노인실태조

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율은 89.2%였으며, 2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동반한 노인은 69.7%로, 노인 1인당 평균 2.6개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경희 등, 2014). 이러한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인들은 여러 가지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게 되는데(Shah. et al, 2015),

노인들은 노화로 인한 신체적, 생리적 기능 저하로 인해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와 배설 전 과정이 영향을 받게 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15). 또한 약물의 유해

반응 위험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다약제 복용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서덕성

등, 2012).

다약제 복용(polypharmacy)은 단순히 여러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라는 의미보

다는 약물을 부적절한 개수, 빈도, 용량으로 복용하거나 불필요한 약물을 복용하

는 것을 의미한다(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2012). 또는 임상적 적응증에 해당

하지 않는 한 개 이상의 불필요한 약물이 포함되거나, 5개 이상의 약물을 동시에

투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15). 국내에서 장기요양시설 거주

노인과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다약제 복용 실태를 조사한 연구들에서

1일 평균 5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다약제 복용율은 35.6에서 83.1%까지 다

양하게 조사되었다(김아람, 김홍아와 이정연, 2015; 김영희, 이미경, 이승자, 조명

숙과 황문숙, 2011; 김정선과 강숙, 2013; 문순영, 2012; 서덕성 등, 2012; 정동연,

2016; 정영이, 2013; 최은영, 2012). 국외 연구에서도 병원 입원 노인, 장기요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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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거주 노인, 지역사회 거주 노인들을 대상으로 다약제 복용 실태를 조사한 연

구들이 있었는데, 유럽의 장기요양시설 거주 노인 4,023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

구에서는 대상자의 49.7%가 5~9개의 다약제 복용을 하고 있었으며, 24.3%는 10

개 이상의 과도한 다약제 복용군이었다(Onder et al., 2011). 이탈리아에서 65세

이상 노인 34만 명을 대상으로 약물사용 현황을 조사한 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

도 대상자의 39.4%가 5개 이상의 다약제 복용을 하고 있었고(Slabaugh et al.,

2011), 오스트리아의 70세 이상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는 평균 4개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Gnjidic et al., 2012). 이

처럼 노인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다약제 복용은 부적절한 약물복용의 위험을 높

이고, 응급실 내원율과 병원 재입원율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ojima

et al., 2011).

노인의 다약제 복용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들

에서는 각 나라의 의료정책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반영하여 노인 대상자에게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Potentially Inappropriate Medication, PIM) 사용에 대

한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였다(American Geriatrics Society [AGS], 2015;

Gallagher et al., 2008; Holt et al., 2010; McLeod et al., 1997; Zhan et al., 2001;

Winit-Watjana et al., 2008). 노인의 부적절한 약물사용에 대한 기초 지침으로 가

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미국의 Beers criteria로, 델파이 방식을 통해 노인

을 대상으로 신중하게 투여할 필요가 있는 약물리스트를 취합하여 만든 것이다

(김아람 등, 2015). 국내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Beers criteria에 의한 부적절한 약

물복용 실태를 조사한 연구들에서는 노인의 17~88.9%가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배민경, 이인향과 윤정형, 2014; 서미경,

배민경, 이인향, 진성실과 윤정현, 2015; 신이범, 2010; 최은영, 2012). 국외의 경

우 타이완, 스페인 등에서 65세 이상 병원 입원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들

에서도 각각 36.2%와 63.3%가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Liu et al., 2012; San-jose et al., 2015).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복용을 포함하여 다약제 복용은 약물 부작용과 함께

여러 가지 건강문제를 초래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2개 약물을 동시에 환자가

복용하게 되면 약물 부작용의 위험도가 13% 증가하고 4개 약물을 동시에 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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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38%, 7개 약물을 동시에 복용할 경우 82%까지 약물 부작용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홍창형과 오병훈, 2009). 또한 다약제 복용은 약물 상호작용의 위험을 증

가 시킬 뿐 만 아니라 약물 순응도를 저하시키고 직접적으로 의료비용을 증가시

키며, 특히 노인에서 기능상태 저하와 인지기능 장애, 낙상 등을 포함한 노인증

후군(geriatric syndrome)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Shah et al., 2015).

노인증후군 중 낙상은 특히 다약제 복용과 관련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데, Beers criteria 지침에서도 노인에서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사용이 낙상,

사망과 같은 치명적인 건강결과와 연관이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American

Geriatrics Society Beers Criteria Update Expert, 2015). 다약제 복용과 낙상 관

련 연구들에서도 4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낙상 위험과 낙상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으며(Weber et al., 2005; 장인순과 박은옥, 2013), 4개 이상의 약물에

1개 약물이 추가될 때마다 14%씩 낙상 발생률이 증가하였다(Freeland et al.,

2012). 복용하는 약물의 수가 많아질수록 부적절한 약물복용 위험도 높아지는데

(Kojima et al., 2011), 특히 노인 낙상의 경우 복용하는 약물의 수로 주로 정의되

는 다약제 복용의 영향과 함께 부적절한 약물복용에 대한 사정이 필수적이다

(Hammond & Wilson., 2013). 노인에서 낙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 잠재적으

로 부적절한 약물로 지정된 약물로는 벤조디아제팜계, 항우울제, 항정신용제와

같은 향정신성약물과 심혈관계 약물, 마약성 진통제, 항경련제 등이 있다

(Hartikainen et al., 2007; Kelly et al., 2003; Kojima et al., 2011; Ziere et al., 2005).

이에 유럽, 대만,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낙상과 다약제 복용

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들이 있었으나(Bennett at al., 2014; Freeland et al.,

2012; Lai et al., 2010; Ziere et al., 2005), 대부분이 노인 대상자의 회상과 기억에

의존해서 과거 낙상 경험을 평가함으로써 낙상 당시의 다약제 복용 실태가 적절

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었다(Freeland et al., 2012). 국내의 경우에

는 병원 입원 노인이나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다약제 복용이나 부적절한 약

물사용에 대한 실태조사가 대부분이었고,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과 관련된

낙상 위험 요인을 규명한 연구가 2편 있을 뿐(임정옥과 구미옥, 2016; 장인실과

이순교, 2014) 노인 낙상과 관련하여 다약제 복용과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복

용까지 포괄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낙상으로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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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인을 대상으로 입원 직전 약물복용 실태를 파악하여 다약제 복용과 잠재적

으로 노인에게 부적절한 약물복용 실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낙상

위험이 높은 노인들에게 다약제 복용과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복용을 최소한

으로 줄이고 낙상 발생 및 낙상으로 인한 손상, 사망률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낙상으로 입원한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다약제 복용과 노인에게 잠

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복용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낙상 위험이

높은 노인들에게 다약제 복용과 부적절한 약물복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초자료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구제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낙상으로 입원한 노인 환자의 입원 직전 다약제 복용 현황을 확인한다.

2) 낙상으로 입원한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노인에게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복용

현황을 확인한다.

3) 대상자 특성에 따른 다약제 복용과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복용 현황을 파악한

다.

1) 다약제 복용(Polypharmacy)

다약제 복용은 약물을 부적절한 개수, 빈도, 용량으로 처방하거나 임상적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 불필요한 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의미하며(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2012), 본 연구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2015)에서 채택한 다약제 복용 정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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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복용하는 약물의 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2)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복용(Potentially Inappropriate Medication Use)

노인에게 투여 시 이상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노인에게 주의해서 사용해

야 하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AGS, 2015), 본 연구에서는 Beers

Criteria (AGS, 2015)에서 제시한 지침에 의하여 노인에게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의

약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3) 낙상

침대나 자전거에서 떨어지는 것을 포함하여 직립 보행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져 발

바닥 이외 신체의 일부가 지면 또는 바닥에 닿는 상황을 의미한다(대한노인병학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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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본 연구의 문헌고찰에서는 노인의 다약제 현황을 살펴보고 노인의 낙상과 약

물복용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990년에 전체 인구의 5.1%에서, 2010년에는

전체 인구의 11.0%, 2017년에는 707만 5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3.2%까지 지속적

으로 증가하였고, 2040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32.3% 넘어 초고령 사회가 될

전망이다(통계청, 2017). 이러한 노인 인구의 증가는 만성질환의 증가로 이어져

(홍창형과 오병훈, 2009), 65세 이상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율은 89.2%였으며,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이 동반된 복합이환자는 69.7%로, 평균 2.6개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경희 등, 2014). 노인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체내 수분

과 근육량이 감소하여 수용성 약제의 경우 약물의 분포용량이 감소되어 혈중농

도가 상승하게 되며, 체지방은 증가되어 체내의 지방에 분포하는 약물은 분포용

량이 증가하고 약물의 반감기는 연장된다. 또한 간 크기 및 간 혈류량 감소에 의

한 약 제거율의 저하, 신사구체 수 감소 및 신혈류량 감소로 인한 신장배설기능

저하로 약물의 혈중 농도가 상승될 수 있다. 약력학적 변화로는 약물의 수용체수

및 친화력 변화로 수용체 민감성이 변화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세포 내 변화로

인해 약물에 대한 과대반응 또는 과소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대한약물역학위해

관리학회, 2012). 특히, 다약제 복용은 약물 상호작용의 위험을 증가 시킬 뿐 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의료비용과, 약물 부작용 위험을 증가시키며, 약물 순응도를

저하시키고 특히 노인에서 기능상태 저하를 포함하여 인지기능 장애, 낙상과 같

은 다양한 노인증후군 발생을 초래할 수 있다(Shah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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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약제 복용은 단순히 여러 약물을 처방하는 것이라는 의미보다는 약물을 부

적절한 개수, 빈도, 용량으로 처방하거나 불필요한 약물을 처방하는 것을 의미한

다(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2012). 또는 임상적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개

이상의 불필요한 약제가 포함되거나, 5개 이상의 약물을 동시에 투여할 때를 의

미하는 것으로 정의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15). 다약제 복용은 넓은 의미로 여

러 가지 약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되어지기도 하는데 약물의 수는 합의되진

바 없다(Shah et al., 2012). 또한 연구자에 따라 처방 의약품만을 포함하여 정의

하거나 일반의약품까지 포함시키기도 한다(정영이, 2013). 연구자들마다 다약제

복용을 정의하는 데 있어 1일 약물 종류의 개수의 기준을 4개 이상, 5개 이상,

6개 이상, 9개 이상(Buatois et al., 2010; Dwyer et al., 2010; Freeland et al.,

2012; Kim, 2014; Lai et al., 2010; Onder et al., 2011; Richardson et al., 2014;

Slabaugh et al., 2011; Ziere et al., 2005)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다약제 복용 관련 연구들에서 노인들이 복용하는 약물의 개수를 5개 이상으로

정의한 연구가 많고(Lai et el., 2010; Onder et el., 2011; Slabaugh et el., 201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다약제 복용을 일일 복용하는 약물의 개수를 5개 이상

으로 정의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일일 복용하는 약물의 개수가 5개 이상일 경

우를 다약제 복용으로 정의하였다.

종합병원에 입원한 노인 암환자의 다약제 복용 현황을 조사한 정동연(2016)의

연구에서 노인은 1일 평균 5.3개 종류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종합병원 입

원한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직전 다약제복용 현황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1

일 평균 처방받은 약물의 개수는 7.95개 였다(서성덕 등, 2012). 병원 입원 노인

을 대상으로 다약제 복용 실태를 조사한 연구들에서 1일 평균 4개 이상 약물을

복용하는 다약제 복용율은 35.6~74.8%로 나타났다(김아람 등, 2015; 문순영,

2012; 서성덕 등, 2012; 정동연, 2016; 최은영, 2012). 노인요양시설 거주 노인의

다약제 복용율은 71.5%였고(김정선과 강숙, 2013),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

로 다약제 복용 실태를 조사한 연구들에서는 다약제 복용율이 58.4%~83.1%로

보고되었으며, 일일 평균 9.5개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정영이, 2013; 김영희

등, 2011; 이종경, 2011). 2010~2011년까지 한국의 65세 이상의 노인 319.185명의

전체 요양기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처방조제 청구 자료를 활용하여 다약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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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실태를 파악한 연구에서 6~10개 다약제 처방은 86.4%, 11~20개 다약제 처방

은 44.9%, 21개 이상 다약제 처방은 3.0%로 조사되었다(Kim, Shin, Kim, &

Park, 2014).

국외의 경우에도 병원 입원 노인, 장기요양시설 거주 노인, 지역사회 거주 노인

들을 대상으로 다약제 복용 실태를 조사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유럽의 노인요양시설

의 노인 4,023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대상자의 49.7%가 5∼9개의 다약제

복용을 하고 있었으며, 24.3%는 10개 이상의 과도한 다약제 복용을 하고 있었다

(Onder et al., 2011). 이탈리아에서 65세 이상 노인 349,689명을 대상으로 약물사

용 현황을 후향적으로 조사한 코호트 연구에서 대상자의 39.4%가 5개 이상의 다

약제 복용을 하고 있었고(Slabaugh et al., 2011). 오스트리아의 70세 이상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일일 평균 4개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Gnjidic et al., 2012).

이상 국내외에서 다약제 복용 실태를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조사현장, 다약제

복용의 정의 등에 차이가 있었지만 대상 노인의 35.6∼86.4%가 다약제 복용군에

포함되어 있었고, 일일 평균 4∼9.5개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다약제 복용 문제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들

에서는 각 나라의 의료정책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반영하여 노인 대상자에게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potentially inappropriate medication, PIM) 사용에 대

한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였고, 미국의 Beer's criteria, Zhan's classification와 캐

나다의 Canadian criteria, 아일랜드의 STOPP (Screening Tool of Older Person's

potentially Prescription)/START (Scrrening Tool to Alert doctors to Right

Treatment) criteria, 독일의 PRISCUS List, 태국의 Winit-Watjana criteria 등이

있다(김아람 등, 2015). 그 중 미국 노인병학회에서 제정한 Beer's criteria는 노

인의 부적절한 약물 사용에 대한 기초 지침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질

병에 관계없이 노인이 피해야 할 의약품 목록’, ‘질병이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

기에 진단과 질환을 고려하여 사용을 피해야 할 약물’의 목록을 포괄적으로 제시

하고 있다(Albert et al., & O'Sullivan et al., 2010, 김아람, 2015). 한국에서도 2010년

에 Beer's criteria, Zhan's classification, Canadian criteria를 바탕으로 델파이

기법을 통해 노인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약물 목록을 개발하여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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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람 등, 2015; Kim, 2010). 그러나 Beer's criteria의 부적절한 약물에 해당하

는 성분이 Korea list의 부적절한 약물에 해당하는 성분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될 뿐만 아니라 Korea list의 경우

2010년 이후 최신 약물처방 관련 지견을 반영하여 개정된 Beer's criteria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2015년 개정된 Beer's criteria를 사용하

여 노인에서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복용 현황을 평가하였다.

노인에서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복용 실태를 조사한 국내외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이차 병원에 내원한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노인에게 잠재적으

로 부적절한 약물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17%였다(신이범, 2010). 대학병원에

입원한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부적절한 약물처방 실태를 조사한 연구에서 잠재

적으로 부적절한 약물의 수는 일일 평균 1.4개였고, Beers critera에 의한 부적절

한 약물사용은 41.8%, STOPP에 의한 부적절한 약물사용은 10.9%로 조사되었다

(최은영, 2012). 또한 노인 심부전 환자와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복용 현

황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노인에게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사용이 각각 46.2%,

88.9%로 나타났다(배민경, 이인향과 운정형, 2014; 서미경, 배민경, 이인향, 진성

실과 윤정현, 2015). 국외의 경우 타이완에서 65세 이상 병원 입원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는 대상 노인의 36.2%가 잠재적으로 노인에게 부적절한 약물을 사용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Liu et al., 2011), 스페인에서 입원한 노인환자를 대상

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Beers criteria에 의한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사용은 63.3%

로 조사되었다(San-jose et al., 2015).

이상에서와 같이 노인에게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복용 실태를 조사한 국내

외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조사현장, 적용한 PIM list 등에 차이가 있었지만

10.9∼89.9%의 노인이 잠재적으로 노인에게 부적절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고,

일일 평균 1.4개의 부적절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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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이란 침대나 자전거에서 떨어지는 것을 포함하여 직립보행에서 균형을 잃

고 넘어져 발바닥 이외 신체의 일부가 지면 또는 바닥에 닿는 상황으로 정의된

다(대한노인병학회, 2012). 노인에서 발생한 낙상 중 5~10%는 머리손상이나 골

절과 같은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며 신경계 질환, 신체적·사회적 기능장애를 초래

할 뿐 아니라 약물사용을 증가시키고 질병이환율과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anzini et al., 2009).

낙상의 위험요인은 연령, 성별, 인종, 폐경상태, 시력, 청력 등의 감각저하, 거

동장애, 우울, 요실금, 약물복용, 만성질환, 이전의 낙상경험, 근골격계 질환, 균형

장애 등의 내재적 요인과 부적절한 보행 보조기구, 신발, 조명, 미끄러운 바닥,

장애물, 움직이지 않는 생활습관 등 환경적 요인인 외재적 요인으로 분류되며,

낙상은 이러한 내·외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하게 된다(Karlsson

et al., 2013). 낙상은 입원 환자수의 20~30%, 응급실 총 방문 수의 10~15%의 원

인이 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들 가운데 손상과 관련하여 입원하는 노인의

50% 이상이 낙상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07). 국내에서 2014년 시행된 노인실태조사에서도 한국 전체 노인의 25.1%가

지난 1년간 1회 이상 낙상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낙상으로 인해 병원치료

를 받은 경우는 63.4%로 나타났다(정경희 등, 2014).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낙상을 경험한 노인은 37.5%였고 낙상 두려

움으로 일상생활을 중단한 경우도 8.7%였다(장인순과 박은옥, 2013). 요양병원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임정옥과 구미옥(2016)의 연구에서 낙상발생률은

11.7%였으며, 낙상 빈도별로 낙상자중 1회 낙상은 42.9%, 2회 낙상은 16.7%, 3회

낙상은 40.5%로 나타났다(임정옥과 구미옥, 2016).이처럼 국내외 노인들에서 낙

상은 흔하게 발생하며 신체적·사회적 기능장애를 포함하여 응급실 내원, 병원 입

원뿐만 아니라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약제 복용은 여러 연구에서 낙상과 관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B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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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eria에서도 노인에게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사용이 노인의 낙상, 사망과

같은 치명적인 건강결과와 연관이 있음을 제시하였다(AGS, 2015). 또한, Weber

등(2005)은 다약제 복용과 낙상 관련 연구에서 4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였을 때

낙상의 위험요인으로 고려되어져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약물복용 중 한 가

지 약물이 추가될 때마다 14%씩 낙상 경험율이 증가했다고 보고하였다(Freeland

et al., 2012). 이처럼 잠재적으로 노인에게 부적절한 약물들은 노인들에게 흔하게

처방되고 있는데(Kojima et al., 2011), 노인의 경우 약물의 수뿐만 아니라 부적절

한 약물 처방으로 인해 낙상의 위험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Hammond & Wilson, 2013). 선행 연구들에서 낙상 위험을 증가시키는 약물로

벤조디아제팜계, 항우울제, 항정신용제와 같은 향정신성약물, 심혈관계 약물, 마

약성 진통제, 항경련제 등이 제시된 바 있다(Hartikainen et al., 2007; Kelly et

al., 2003; Kojima et al., 2011; Ziere et al., 2005). 그러나 선행 연구 대부분이 대

상자의 회상과 기억에 의존해서 과거 낙상 경험을 평가하여 현재 복용중인 약물

실태와 낙상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Freeland et al., 2012).

국내에서 낙상환자의 약물사용과 관련하여 종합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낙

상 발생 전 24시간 내 투여된 약물의 종류를 조사하였고 낙상과 관련된 약물복

용 요인으로 항우울제, 벤조디아제핀제, 진통제, 항전간제 등의 중추신경계 약물

을 제시한 바 있다(장인실과 이순교, 2014). 요양병원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

한 연구에서는 이뇨제를 복용하는 군이 복용하지 않는 군에 비해 낙상발생 가능

성이 5.01배 증가하였고,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군이 복용하지 않는 군에 비해 낙

상발생 가능성이 4.3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정옥과 구미옥, 2016). 지역

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낙상관련요인을 규명한 장인순과 박은옥(2013)의 연

구에서는 1일 평균 4개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낙상 경험률이 높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

대만의 국민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이용하여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골절을 진단

받은 2,328명 노인환자와 고관절골절이 없는 무작위 추출된 9,312명을 대조군으

로 선정 후 고관절골절의 위험 증가와 다약제복용의 연관성을 조사한 연구에서

는 고령, 여성에서 5개 이상의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 고관절골절의 위험이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ai et al., 2010). 스위스에서 낙상으로 입원한 허약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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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명과 비허약노인 201명을 대상으로 낙상 위험 증가 약물, 다약제복용, 약물-

약물 상호작용을 조사한 결과 낙상 위험 증가 약물은 허약노인에서 평균 3.4개,

비허약노인에서 2.2개였으며, 복용중인 총 약물의 개수는 허약노인이 평균 9.8개,

비허약노인이 평균 4.4개로 조사되었다(Bannett et al., 2014) 미국의 퇴역군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는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로 입원한 환자의 70%

가 항뇌전증제, 항우울제, 항정신용제, 항파킨슨제와 같은 잠재적으로 낙상을 증

가시키는 약물을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French et al., 2005).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 다약제 복용 뿐만 아니라 충추신경계 약물, 심혈관계약

물, 항파킨슨제, 항뇌전증제 등의 약물 또한 노인에서 낙상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약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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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낙상으로 입원한 노인환자의 다약제 복용과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복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후향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 및 연구대상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H종합병원에 낙상으로 입원한 65세 이상 노인 환자 293명 중 입원 직전 복용하

던 자가 약물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10명을 제외한 283명의 의무기록이다. 표본

의 크기는 G*pow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independent t-test, 중간 효과크기 0.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8일 경우 128명으로 이 기준에 따른 표본의 크기를 충족

한다.

구체적인 자료분석 연구대상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만 65세 이상의 노인

2) 낙상으로 입원한 노인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는 전자의무기록 상 간호기록지의 사고종류 란에 낙상

(slip down 또는 falls)으로 기록 되어 있는 경우

 외래로 입원한 환자는 의무기록의 주 증상 정보에 낙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

3) 의무기록에 입원 직전까지 복용하던 자가 약물의 상품명 또는 성분명,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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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횟수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

1) 대상자 특성

H종합병원의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을 통해 자료를 수

집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연령, 성별, 교육수준, 결혼상태, 보험유형, 경

제 상태와 질병관련 특성인 입원 당시 주진단명, 입원 전 낙상경험, 만성질환의

종류 및 개수를 조사하였다.

2) 다약제 복용

복용하는 약물의 조사는 H종합병원의 전자의무기록을 통해 시행하였다. 낙상

으로 입원한 대상자가 입원 직전까지 매일 복용했던 자가 약물을 대상으로 조사

하였다. 상품명 또는 성분명, 용량, 투약 횟수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는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복용하는 약물의 개수는 약의 종류의 개수를 기준으

로 조사하고 분석하였으며 주사약, 외용약을 포함한 처방약물과 비처방약물을 포

함하였다. 약물의 종류는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 약물분류의 기

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의약품 분류 체계(Anatomical Therpeutic Chemical,

ATC) 코드를 이용하여 1차 분류에서 3자리 치료적 그룹약물과 2차 분류에서 5

자리 화학적 그룹약물로 분류하였으며, 알약의 개수(Number of Pills)도 조사하

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약물 자료는 환자들이 H종합병원에 낙상으로 입원 당시

복용하고 있던 자가 약물을 간호사가 조사하여 초기간호정보조사지에 기록한 것

이다. 자료수집 대상 병원에서는 환자가 입원 당시 복용하고 있는 자가 약물을

간호사가 조사하여 전산에 입력하고 있는데, 약물의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H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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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원에서 처방 받은 약물은 전산으로 처방기록을 조회하여 약품명과 성분명,

용량, 투약 횟수를 확인한 후 전산 입력하고 있으며, 타 기관에서 처방받은 약이

나 비처방약물의 경우 처방전 또는 자가 약물을 회수하여 직접 확인하고, 처방전

이 없는 경우에는 약제과에 의뢰하여 약품식별정보를 제공받아 확인 후 전산 입

력하고 있다.

3)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사용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선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5년 개정된

Beers Criteria (American Geriatrics Society Beers Criteria Update Expert,

2015)에 의해 제시된 질병에 관계없이 노인이 피해야 할 의약품 목록(부록 2)을

이용하여 대상자가 입원 직전까지 매일 복용했던 약물 중 노인이 피해야 할 의

약품 목록에 포함되어있는 약물의 유형과 개수를 조사하였다. Beers Criteria는

1991년에 델파이 방식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만들어졌으며 1994년,

1997년, 2002년, 2012년 개정과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2015년 개정되었고 현재 노

인에서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선별하는 도구로 가장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김아람 등, 2015; 홍창형과 오병훈, 2009). 자료수집 전 저자에게 도구 사용

승인(부록 3)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연구책임자가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노인을 대상

으로 H종합병원 의무기록팀으로부터 연구용 자료요청 절차를 통해 허락을 받은

후 의무기록 자료를 제공받았다. 분석자료는 독립적으로 자료를 2번 요청하여 같

은 자료가 추출됨을 확인하였고, 자료분석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연구 자료를 독

립적으로 2번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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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IRB No. JJNU-IRB–2017-015-

001, 부록4)을 받은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상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모든 자료에 대상자 이름 대신 번호를 사용하였

다. 수집된 자료는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 중에 있으며 연구 관련 기록은

연구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3년간 보관 후 폐기할 예정이다.

수집 된 자료는 SPSS 18.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 대상자 특성과 복용하고 있는 약물 종류의 개수와 유형,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복용 개수와 유형에 대하여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

준편차를 산출하였다.

2) 대상자 특성에 따른 다약제 복용과 노인에게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복용

현황은 변수의 특성에 따라 교차분석, independent t-test를 통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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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성별, 교육수준, 보험유형, 경제상태, 결혼상태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226명(79.9%)

으로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79.4±8.2세로 최저 65세에서 최고 99세였다. 연령대로

구분하면 75세에서 84세 노인이 119명(42.0%)으로 가장 많았으며, 65세에서 74세

노인이 88명(31.1%), 85세 이상의 노인은 76명(26.9%) 이었다. 교육수준은 초등

학교 졸업 이하가 74명(26.1%)이었고, 고등학교 졸업이상이 26명(9.2%), 중학교

졸업 9명(3.2%)의 순이었으며 174명(61.5%)이 무응답이었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277명(97.8%)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미혼이 5명(1.8%)이었다. 보험유형은 국

민건강보험이 251명(88.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의료급여 대상자가 32명

(11.3%) 이었다. 경제상태는 ‘중’이 181명(64.0%)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 17명

(6.0%), ‘상’ 11명(3.9%)의 순이었고 77명(26.1%)이 무응답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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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8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or Mean±SD

Age (yr) 79.4±8.2

65～74 88(31.1)

75～84 119(42.0)

≥85 76(26.9)

Gender Male 57(20.1)

Female 226(79.9)

Education level Below Elementary School 74(26.1)

Middle school 9 (3.2)

≥High school 26 (9.2)

Nonresponse 174(61.5)

Marital Status Unmarried 5 (1.8)

Married 277(97.8)

Nonresponse 1 (0.4)

Type of insurance
National health insurance 251(88.7)

Medical aid 32(11.3)

Economic state High 11 (3.9)

Middle 181(64.0)

Low 17 (6.0)

Nonresponse 7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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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질병 관련 특성은 만성질환의 종류와 개수, 입원 전 낙상경험, 입원

시 주 진단명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동반된 만성질환

은 고혈압이 130명(45.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당뇨병 56명(19.8%), 치매와 골다

공증이 각각 29명(10.2%), 관절염 16명(5.7%), 파킨슨병 8명(2.8%), 심혈관 질환

7명(2.5%), 천식과 전립선비대증이 각각 4명(1.4%), 만성폐쇄성폐질환과 협심증,

만성신장질환이 각각 3명(1.1%)의 순이었으며 기타 48명(17.0%) 이었다. 대상자

중 215명(76.0%)이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며 평균 1.4±1.1개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2개의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은 69명(24.4%), 3개의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은 35명(12.4%) 이었으며, 4개 이상인 경우도 9명(12.4%)

이었다. 입원 전 낙상을 경험하지 않은 대상자가 248명(87.6%)으로 많았고, 입원

전 낙상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35명(12.4%)으로 이 중 입원 전 낙상 경험이 1회

인 대상자는 29명(10.2%), 2회 이상인 대상자는 6명(2.2%) 이었다. 입원 시 주진

단명은 대퇴골골절이 74명(26.1%)으로 가장 많았고, 척추골절 71명(25.1%), 전완

골골절 45명(15.9%), 늑골골절 20명(7.%), 뇌출혈 15명(5.3%), 무릎뼈골절 12명

(4.2%), 아래다리골절 9명(3.2%), 타박상, 탈구, 손발골절이 각각 5명(1.8%)씩 이

었고, 골반골절이 4명(14%)의 순이었으며 기타는 18명(6.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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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sease 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83)   

* multiple response.

CVD=Chronic Vascular Disease; BPH=Benign Prostatic Hyperplasia; COPD=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KD=Chronic Kidney Disease; Fx=Fracture.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ean±SD

Chronic disease* Hypertension 130(45.9)

Diabetes Mellitus 56(19.8)

Dementia 29(10.2)

Osteoporosis 29(10.2)

Arthritis 16 (5.7)

Parkinson 8 (2.8)

CVD 7 (2.5)

Asthma 4 (1.4)

BPH 4 (1.4)

COPD 3 (1.1)

Angina 3 (1.1)

CKD 3 (1.1)

Etc. 48(17.0)
No. of chronic disease 0 68(24.0)

1.4±1.1

1 102(36.0)

2 69(24.4)

3 35(12.4)

≥4 9 (3.2)
Experience of falling

before hospitalization
No 248(87.6)

1 time 29(10.2)

≥2 times 6 (2.2)
Main diagnosis Femur Fx 74(26.1)

Spine Fx 71(25.1)

Forearm Fx 45(15.9)

Rib Fx 20 (7.1)
Intracerebral Hemorrhage 15 (5.3)
Patellar Fx 12 (4.2)

Lower leg Fx 9 (3.2)

Contusion 5 (1.8)

Dislocation 5 (1.8)

Hand, Foot Fx 5 (1.8)

Pelvic Fx 4 (1.4)
Etc. 18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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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일 복용하는 자가 약물의 개수

대상자들이 일일 복용하는 자가 약물의 개수는 약의 종류의 개수와 알약의 개

수(number of pills)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 중 236

명(83.4%)이 매일 복용하는 자가 약물이 있었으며 평균 4.9±3.7개의 약물을 복용

하고 있었다. 5개 이상의 다약제 복용을 하는 대상자는 156명(55.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 중 10개 이상의 과도한 다약제 복용을 하는 대상자

는 38명(13.4%)이었다. 구간별 분류를 보면 5∼9개를 복용하는 대상자가 116명

(41.0%)으로 가장 많았고, 1∼4개가 82명(29.0%), 10∼14개를 복용하는 대상자가

36명(12.7%)이었고, 15개 이상을 복용하는 대상자도 2명(0.7%) 있었다. 일일 복용

하고 있는 자가 약물의 알약의 개수(number of pills)는 평균 7.3±6.5개로 조사되

었으며, 5∼9개가 75명(26.5%), 1∼4개가 67명(23.7%), 10∼14개가 56명(19.8%),

15∼19개가 21명(7.4%), 20∼24개가 12명(4.2%), 25개 이상이 4명(1.4%)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일일 복용하는 자가 약물의 종류

일일 복용하는 자가 약물의 종류는 Table 4와 같다. ATC 코드 분류조사표에

따른 주요 해부학적 분류(1차 분류수준)에 의한 복용약물의 종류는 심혈관계 약

물이 186건(65.7%)으로 가장 많았고, 소화관 및 대사약물 169건(59.7%), 신경계

약물 135건(47.7%), 혈액 및 조혈기관약물 94건(33.2%), 근골격계 약물 89건

(31.4%), 호흡기계 약물 29건(10.2%), 비뇨생식기계 약물 21건(7.4%), 성호르몬

이외의 전신성 호르몬 제제 13건(3.6%), 전신 작용 항감염제 9건(3.9%), 감각기관

약물 7건(2.5%), 피부과 약물 3건(1.1%), 항종양제 및 면역조절제 2건(0.7%), 기

타 1건(0.4%) 순으로 나타났다. 치료학적 분류(2차 분류수준)에 의한 복용약물의

종류는 소화관 및 대사약물 중 산 관련 질환 치료제 105건(37.1%), 당뇨병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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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9건(20.8%), 위장관 기능 이상 치료제 56건(19.8%)의 순이었고, 혈액 및 조혈

기관약물 중에서 항혈전제가 86건(30.4%)으로 가장 많았다. 심혈관계 약물 중 이

상 지질혈증 치료제 100건(35.3%), 레닌-안지오텐신 시스템에 작용하는 약물 74

건(26.1%), 칼슘채널 차단제 68건(24.0%) 순이었고, 근골격계 약물 중 항염증제

및 항류마티즘제 47건(16.6%), 근육이완제 29건(10.2%), 골질환 치료제 27건

(9.5%) 순으로 나타났다. 신경계 약물 중에서는 정신흥분제 81건(28.6%), 진통제

54건(19.1%), 정신억제제 48건(17.0%) 순이었다.

Table 3. The Number of Self-Medications/Day

(N=283)

Variable Categories n(%) Mean±SD

Polypharmacy Yes 156(55.1)

No 127(44.9)

Number of medications/day 0 47(16.6)

4.9±3.7

1-4 82(29.0)

5-9 116(41.0)

10-14 36(12.7)

≥15 2 (0.7)

Number of pills/day 0 48(17.0)

7.3±6.5

1-4 67(23.7)

5-9 75(26.5)

10-14 56(19.8)

15-19 21 (7.4)

20-24 12 (4.2)

≥2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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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 Classification of Self-Medications

(N=283)

(Continued)

Drug of anatomical

main group No.(%) Drug of therapeutic subgroup* No.(%)

Alimentary track and

metabolism.
169(59.7)

A02. Drugs for acid related disorders 105(37.1)

A10. Drugs used in diabetes 59(20.8)

A03. Drugs for functional

gastrointestinal disorder
56(19.8)

A11. Vitamins 17 (6.0)
A12. Mineral supplements 12 (4.2)

A05. Bile and liver therapy 7 (2.5)
A07. Antidiarrheals, intestinal anti-

inflammatory/anti-infective agents
6 (2.1)

A06. Drugs for constipation 5 (1.8)

A01. Stomatological preparations 3 (1.1)

A09. Digestives, including enzymes 3 (1.1)

A04. Antiemetic and antinauseants 1 (0.4)

A15. Appetite stimulants 1 (0.4)
Blood and blood

forming organs
94(33.2)

B01. Antithrombotic agents 86(30.4)

B03. Antianemic preparations 8 (2.8)

B06. Other hematological agent 6 (2.1)

Cardiovascular

system
186(65.7)

C10. Lipid modifying agents 100(35.3)

C09. Agents acting on the

renin-angiotensin system
74(26.1)

C08. Calcium channel blockers 68(24.0)

C03. Diuretics 38(13.4)

C07 .Beta blocking agents 38(13.4)

C04. Peripheral vasodilators 19 (6.7)

C01. Cardiac therapy 14 (4.9)

C05. Vasoprotectives 4 (1.4)

C02. Antihypertensives 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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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 Classification of Self-Medications

(N=283)

Drug of anatomical

main group
No.(%) Drug of therapeutic subgroup* No.(%)

Dermatologicals 3 (1.1)

D07. Corticosteroids,

dermatological preparations
2 (0.7)

D01. Antifungals for dermatological use 1 (0.1)

Genito-urinary system

and sex hormones
21(7.4)

G04. Urologicals 17 (6.0)
G03. Sex hormones and modulators of

the genital system
5 (1.8)

G02. Other gynecologicals 1 (0.4)
Systemic hormonal

preparations, excluding

sex hormones.

13(3.6)

H02 .Corticosteroids for systemic use 7 (2.5)
H03. Thyroid therapy 5 (1.8)
H05. Calcium homeostasis 1 (0.4)

Antiinfectives for

systemic use
9 (3.9)

J01 .Antibacterials for systemic use 5 (1.8)
J02. Antimycotics for systemic use 4 (1.4)

Antineoplastic

and immunomodulating

agents

2 (0.7)

L01. Antineoplastic agents 1 (0.4)
L02. Endicrine therapy 1 (0.4)

Musculo-skeletal system 89(31.4)

M01. Antiinflammatory and antirheumatic

products
47(16.6)

M03. Muscle relaxants 29(10.2)

M05. Drug for treatment of bone disease 27 (9.5)
M04. Antigout preparations 6 (2.1)

Nervous system 13(47.7)
N06. Psychoanaleptics 81(28.6)
N02. Analgesics 54(19.1)
N05. Psycholeptics 48(17.0)
N03. Antiepileptics 22 (7.8)
N04. Anti-parkinson drugs 13 (4.6)
N07. Other nervous system drugs 12 (4.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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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ltiple response.

ATC=Anatomical Therpeutic Chemical.

Table 4 . Classification of Self-Medications

(N=283)
Drug of anatomical

main group
No.(%) Drug of therapeutic subgroup* No.(%)

Respiratory system 29(10.2)
R06. Antihistamines for systemic use 18 (6.4)
R03. Drugs for obstructive airway

disease
10 (3.5)

R05. Cough and cold preparations 10 (3.5)
R01. Nasal preparations 1 (0.4)

Sensory organs 7 (2.5)
S01. Ophthalmologicals 7 (2.5)

Various 1 (0.4)
V03. All other therapeutic products 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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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rs Criteria에 의한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복용 사례는 총 107명(37.8%)에

서 163례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

물의 수는 평균 1.1±0.3개로 1개 복용 사례가 67건(23.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2개 이상의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복용 사례가 있는 경우는 40건(14.1%)이

었다.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복용 사례를 약물의 종류에 따라 살펴보면

Sulfonylureas(당뇨병용제) 25례, Proton-pump inhibitors(위산분비 억제제),

Diazepam(장기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이 각각 24례, Amitriptyline(항우울제) 12례,

Dimenhydrinate(1세대 항히스타민제) 10례, Chlorpheniramine(1세대 항히스타민제)과

Nonsteroid Anti-Inflammatory Drugs (NSAID)인 Meloxicam이 각각 8례,

Alprazolam(단기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7례, Zolpidem(수면제) 6례, Lorazepam(단

기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과 Clonazepam(장기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이 각각 5례,

Benztropin(항파킨슨제), Insulin(당뇨병용제), Naproxen(해열진통소염제)이 각각 4례,

Hydroxyzine(1세대 항히스타민제) 3례, Megestrol(식욕촉진제), Trihexyphenidyl(항파

킨슨제)이 각각 2례, 알파차단제인 Doxazosin과 Terazosin, 벤조이다제핀계인

Triazolam과 Flurazepam, NSAID인 Diclofenac과 Ibuprofen, Methocarbamol(골격근이

완제), Digoxin(강심제), Imipramine(항우울제)과 Amiodarone(항부정맥약물) 각각 1례 순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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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otentially Inappropriate Medication Use according to Beers Criteria

(N=283)

Characteristics
Catego

-ries
Drug

ATC

code
n(%)

No. of

cases (%)
Mean±SD

Potentially

inappropriate

medication use

Yes
107(37.8)

No
176(62.2)

Proton-pump

inhibitors
A02BC 24

Sulfonylureas A10BB 25

Insulin A10AB 4
Digoxin C01AA05 1
Amiodarone C01BD01 1
Doxazosin C02CA04 1
Megestrol G03DB 2
Terazosin G04CA03 1
Meloxicam M01AC 8
Naproxen M01AE 4
Ibuprofen M01AE01 1
Methocarbamol M03BA03 1
Diclofenac M05AB05 1
Clonazepam N03AE 5
Trihexyphenidyl N04AA 2
Benztropin N04AC01 4
Diazepam N05BA 24
Alprazolam N05BA 7
Lorazepam N05BA 5
Hydroxyzine N05BB01 3
Triazolam N05CD05 1
Flurazepam N05CD01 1
Zolpidem N05CF 6
Imipramine N06AA02 1
Amitriptyline N06AA09 12
Dimenhydrinate R06AA02 10
Chlorpheniramine R06AB04 8

Total 163
Number of taking

potentially inappropriate

medications

1 67(23.7)

1.1±0.32 28 (9.9)

≥3 12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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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특성에 따른 다약제 복용과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복용 현황은 Table

6과 같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약제 복용은 연령(p=.017), 보험유형(p<.001)에 따

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질병관련 특성 중에서는 동반된 만성질

환의 수(p<.001)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노인에게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복용은 일반적 특성 중 보험유형(p=.002), 입

원 전 낙상경험(p=.032)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질병관련 특

성 중에서는 만성질환의 수(p<.001)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다약제 복용 대상자와 노인에게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을 복용하는 대상자

들은 모두 일일 복용하는 자가 약물의 개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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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Polypharmacy and Potentially Inappropriate Medication Use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83)

Characte-
ristics

Categories Polypharmacy
Potentially inappropriate

medication use
PP

(N=156)

non-PP

(N=127)

χ2 or t

(p)

PIM

(N=107)

non-PIM

(N=176)

χ2 or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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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der Male 31(19.9) 26(20.5) .016

(.900)

24(22.4) 33(18.8) .560

(.454)Female 125(80.1) 101(79.5) 83(77.6) 143(81.2)

Age (yr)

65～74 40(25.6) 48(37.8) 8.188

(.017)

26(24.3) 62(35.2) 3.935

(.140)
75～84 77(49.4) 42(33.1) 51(47.7) 68(38.6)
≥85 39(25.0) 37(29.1) 30(28.0) 46(26.2)

Mean±SD 79.0±7.3 79.0±9.2
-0.70

(.485)
80.1±7.6 79.0±8.5

1.10

(.271)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48(71.6) 26(61.9)

1.131*

(.570)

26(68.4) 48(67.6)
.012*

(1.000)Middle school 5 (7.5) 4 (9.5) 3 (7.9) 6 (8.5)

≥High school 14(20.9) 12(28.6) 9(23.7) 17(23.9)

Type of

insurance

National health

insurance
129(82.7) 122(96.1) 12.480

(<.001)
87(81.3) 164(93.2) 9.354

(.002)
Medical aid 27(17.3) 5 (3.9) 20(18.7) 12 (6.8)

Economic state High 4 (3.7) 7 (6.9)
5.360*

(.069)

3 (4.2) 8 (5.8)
3.248*

(.212)
Middle 91(84.3) 90(89.1) 58(82.9) 123(88.4)

Low 13(12.0) 4 (4.0) 9 (12.9) 8 (5.8)
Marital

Status
Unmarried 3 (1.9) 2 (1.6) .052*

(1.0)

4 (3.8) 1 (0.6) 3.903*

(.068)Married 152(98.1) 125(98.4) 102(96.2) 175(99.4)

Experience of

falling before

hospitalization

No 133(85.3) 115(90.6) 1.811

(.178)

88(82.2) 160(90.9) 4.611

(.032)Yes 23(14.7) 12 (9.4) 19(17.8) 16 (9.1)

No. of chronic

disease
0 15(9.6) 53(41.7)

65.003*

(<.001)

9(8.4) 59(33.5)

32.544*

(<.001)

1 50(32.1) 52(40.9) 36(33.6) 66(37.5)

2 51(32.7) 18(14.2) 65(33.6) 33(18.8)

3 33(21.2) 2(1.6) 20(18.7) 15(8.5)

≥4 7(4.4) 2(1.6) 6(5.7) 3(1.7)

Mean ± SD 1.8±1.0 0.8±0.9
-8.78

(<.001)
1.8±1.0 1.0±1.0

5.68

(<.001)
No. of

self-madications
0-4 0(0.0) 127(100.0)

283.000

(<.001)

7(6.6) 121(68.2)
124.046

(<.001)
5-9 116(74.4) 0(0.0) 62(57.9) 54(30.7)

≥10 40(25.6) 0(0.0) 38(35.5) 2(1.1)

Mean ± SD 7.7±2.5 1.6±1.5
-25.25

(<.001)
8.2±2.7 3.0±2.6

15.96

(<.001)

*Fisher’s exact test; PP=Polypharmacy; PIM=Potential Inappropriate Med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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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낙상으로 입원한 노인을 대상으로 다약제 복용과 잠재적으로 노인

에게 부적절한 약물복용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적절한 약물 사용과 낙상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낙상으로 입원한 노인 환자들이 입원 직전까지 일일 복용해온 약

물을 대상으로 자가 약물 복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상자 283명 중 236명

(83.4%)에서 매일 복용하는 약물이 1개 이상 있었다. 대상자 중 5개 이상의 다약

제 복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156명(55.1%)이었고, 38명(13.4%)은 10개 이상의 과

도한 다약제 복용을 하고 있었다. 이는 뉴질랜드, 대만, 일본에서 각각 낙상 경험

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들에서 5개 이상 다약제 복용률이 20.3%∼

36.3%로 나타난 것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다(Lai et al, 2010; Kojima et al,

2011; Ziere et al., 2005). 또한 본 연구 대상자들이 복용하는 약물의 종류도 일일

평균 4.9개로 나타나, 국내외 선행 연구결과들과 비교할 때 더 많은 수준이었는

데, 일본에서 낙상 경험이 있는 외래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Kojima 등(2011)의

연구에서 3.4개였고, 국내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 중 낙상을 경험한 노인을 대

상으로 시행한 이유정(2011)의 연구에서 3.3개, 재가 노인 중 낙상경험이 있는 노

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유양경(2010)의 연구에서 일일 평균 복용약물의 종류가

3.2개로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일일 복용하는 약물의 종류가 많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국내에서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들에서 5개 이상 다약제 복

용율이 55.2%에서 73.3%까지 다양하게로 나타난 것과 비교할 때는 오히려 본 연

구 대상자의 다약제 복용률이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었다(김정선과 강숙,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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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덕 등, 2012; 이종경, 2011; 정동연, 2016). 또한 일일 복용하는 평균 약물의

수도 일반 노인의 입원직전 일일 평균 복용하는 약물 수가 7.9개(서성덕 등,

2012), 지역사회 노인의 평균 복용하는 약물 수가 9.5개(이종경, 2011), 장기요양

시설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의 평균 복용하는 약물의 수가 6.1∼6.7개

(김정선과 강숙, 2013; 정영일, 2016)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본 연구에서의 일

일 복용하는 평균 약물의 종류가 적은 수준이었다. 이처럼 선행 연구들과 본 연

구결과에서 다약제 복용률과 일일 복용하는 평균 약물의 종류 수에서 차이가 나

타난 것은 본 연구의 경우 처방 약물뿐만 아니라 한약재를 제외한 비처방약물,

주사제, 외용약까지 포함하여 조사하여 다약제 복용을 평가한 반면, 선행 연구들

에서는 약물의 종류가 아닌 알약의 총 개수로 다약제 복용을 평가했거나(서성덕

등, 2012), 다약제 복용 평가 시 약물의 종류를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또는 알약의

개수로 평가했는지 여부가 정확히 제시되지 않았고(이종경, 2011), 비처방 약물을

포함하지 않았거나(정동연, 2016), 비처방 약물의 포함여부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

문으로(이유경, 2011)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낙상으로 입원한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직전 약물복용 실태를 조사한 반면 낙상 경험이 있는 노인들을 대

상으로 시행한 Kojima 등(2011)과 유양경(2010)의 연구에서는 낙상을 대상자의

기억과 회상에 의존하여 응답하게 하여 낙상 당시의 약물복용 실태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향후 낙상 노인의 다약제 복용 실태

를 파악하고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다약제 복용의 약물 개수에 관한

기준과 처방약물과 비처방약물, 주사제 등의 포함여부를 명확히 제시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종합해보면 국내외 다수 선행 연구에서 낙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들보다

본 연구에서의 다약제 복용율과 일일 평균 복용약물의 수가 많았고, 장기요양시설

거주 노인보다는 대체로 적게 나타났다. 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대부분은

여러 가지 만성질환을 동반하고 있으며 신체적, 정신적, 기능적으로 허약한 노인들

이 입소하게 되므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건강한 노인에 비해 약물 사용량이 많을

수 있다(정영일, 2016). 그러나 본 연구 대상자의 경우 낙상 직전까지 지역사회에

거주하던 노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시설 거주 노인과 비교하여

다약제 복용률 및 일일 평균 복용하는 약물의 수가 적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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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장기요양시설 거주 노인의 투약간호 시 다약제 복용과 이로 인한 낙상 위험성

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특히, 노인에서의 다약제 복용은 약물의 용

량이나 횟수를 늘리거나 약물을 임의 중단하는 등의 약물오용 행위를 초래할 수 있

고(이종경, 2011), 여러 명의 의사에게 처방을 받아 약물의 종류가 많아질 경우 정확

히 복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박영임 등, 2014). 따라서 의료진은 비처방약물을 포함

하여 노인이 현재 복용하는 약물을 기록할 수 있는 약물수첩 등을 활용하여 다약제

복용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거나, 건강보험정보 등을 활용하여 다약제 복

용군을 선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복용약물의 종류를 ATC 코드에 의해 분류한 결과, 심

혈관계 약물이 65.7%로 가장 많았고, 소화관 및 대사 약물 59.7%, 신경계 약물

47.7%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노인 암환자를 대상으로 다약제 복용 실태를 파악

한 정동연(2016)의 연구에서도 일일 복용하는 자가 약물을 계통별로 분류한 결과

심혈관계 약물이 가장 많았고, 소화기계, 내분비계, 신경정신계 약물 순이었으며,

장기요양시설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약물사용 실태를 조사한 김정선과 강숙

(2013)의 연구에서 소화관 및 대사 약물, 신경계 약물, 심혈관계 약물 순으로 많

게 나타난 결과와 비교할 때 복용약물의 순위에서는 차이가 있었으나, 약물의 종

류는 일치하였다. 이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만성질환이 노인에서 흔하

며 유병률도 각각 56.7%, 22.6%, 19.6%로(정경희 등, 2014) 높은 것과 관련이 있

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만성질환 중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각

각 45.9%, 19.8%를 차지하여 이와 관련한 약물복용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

러나 노인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심혈관계 약물이나 소화관 및 대사 약물, 신경계

약물 중 항고혈압약물, 항우울 약물, 벤조디아제핀 약물, 마약성 약물, 항히스타

민제와 당뇨병용제인 Sulfonylureas 등은 낙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 낙상 위

험이 높은 노인에서 주의가 필요한 약물들이다(이예원, 2016; Hartikainen et al,



- 33 -

2007; Huang et al., 2012). 따라서 만성질환 노인의 건강관리 시 복용하고 있는

약물에 대한 포괄적인 사정과 함께 낙상 위험을 증가시켜 노인에게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들을 선별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투약관리시스템 개

발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Beers Criteia로 선별한 노인에게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복용

은 대상자 중 107명(37.8%)에서 총 163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뉴질랜드에

서 병원에 입원한 노인 53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낙상으로 입원한 노인

의 50.8%가 1개 이상의 부적절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Narayan과

Nishtala(2015)의 연구에서보다는 적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낙상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들과 비교해보면, 이탈리아에서 입원한 노인

환자 605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188명(31.1%)이 입원기간 중 부적절한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나타난 Napolitano 등(2013)의 연구 결과와 국내에서 노인

암환자 170명의 입원 전 약물복용 실태를 조사한 정동연(2016)의 연구에서 50명

(30.0%)의 환자에게 부적절한 약물복용이 있다고 보고한 결과, 지역사회 이차 병

원에 내원한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노인에게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사용 현황

을 조사한 신이범(2010)의 연구에서 17% 보다는 많은 수준이므로, 낙상으로 입

원한 노인 환자들에서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 복용률이 더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장기요양시설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김정선과 강숙(2013)의

연구에서는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 복용률이 51.1%로 본 연구보다 많았는데,

이는 장기요양시설 거주 노인 대부분이 허약한 노인들로 복용하는 약물의 수가

많고(정영일, 2016), 복용하는 약물의 수가 많을수록 부적절한 약물복용 위험이 높

아지는(Kojima et al., 2011)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 선별의 기준이 본 연구와 다르게 적용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잠

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 중 아스피린의 경우 325mg/일 이상 복용할 경우를 부적

절한 약물로 분류하였으나 김정선과 강숙(2013)의 연구에서는 아스피린의 용량과

상관없이 부적절한 약물로 분류했기 때문에 본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이 밖에

노인을 대상으로 낙상의 위험요인을 규명하는 국내 선행 연구들에서 약물을 포

함하여 조사한 연구들이 있었으나(임정옥과 구미옥, 2016; 장인실과 이순교,

2014), 낙상한 노인을 대상으로 Beers Criteria를 사용하여 노인에게 약물복용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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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조사한 연구가 없어 본 연구와 비교하기에는 제한이 있었으므로 후속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후속 연구에서는 노인에게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

물의 선별 기준을 명확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Beers Criteria로 선별한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복용 현황을 살

펴보면 당뇨병약제인 Sulfonylureas가 25례로 가장 많았고, Proton-pump inhibitors와

Diazepam이 각각 24례, Amitriptyline 12례, Dimenhydrinate 10례 순으로 나타났다.

당뇨병약제 중 Insulin도 4례가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복용

사례 중 가장 많았던 장시간 작용형 당뇨병약제인 Sulfonylureas와 같은 약물들은

저혈당을 유발하여 낙상을 초래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노인에게 사용을 권장하

지 않는 약물이다(Huang et al, 2012). 따라서 이 약물들을 노인에게 투약할 때에

는 저혈당과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에서 반감기 증가에 따른 진정 작용으로 인해 섬망, 낙상, 골절의 위험이

있는 장기지속형 벤조다이아제핀계열인 Diazepam은 24례, Clonazepam 5례,

Flurazepam은 1례가 확인되었고 단기지속형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인 Alprazolam은

7례, Lorazepam 5례, Triazolam은 1례가 확인되었다. 또한 무벤조다아제핀 계열

최면진정제 약물인 Zolpidem은 7례가 확인되었는데, Zolpidem은 수면장애 시 주

로 처방되는 약물로 중추신경계 부작용인 혼란, 어지러움, 주간 졸림 등의 부작

용을 일으켜 낙상 위험을 초래하는 약물로 보고된 바 있다(이예원과 남성일,

2016). 본 연구에서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노인에게 부적절한 약물 사용에 관한

국내외 선행 연구들에서도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은 높은 빈도로 보고되고 있다

(김아람 등, 2015; 서미경 등, 2015; Hartikainen et al, 2007; Huang et al, 2012). 그

러나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의 중복 처방이나 투여량 증가 시 낙상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노인에게 처방 시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투약관리에서도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

다. 특히 노인에서 반감기 증가에 따른 진정 작용으로 인해 낙상 위험이 더욱 높

은 장기지속형 벤조다이아제핀 계열 약물을 투약하는 경우 낙상 예방을 위해 섬망,

인지상태, 운동실조 등의 부작용을 주기적으로 사정해야 할 것이다.

항콜린성 약물은 균형잡기의 어려움, 운동 장애, 느린 걸음걸이, 일상생활의 어

려움 등을 초래하여 낙상 위험을 높일 수 있는데(Huang et al, 2012),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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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항콜린성 약물 중 1세대 항히스타민제 Dimenhydrinate 10례, Chlorpheniramine 8

례, Hydroxyzine 3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항콜린성 약물 중 항히스타민제는 배

뇨장애, 착란, 섬망, 수면진정효과, 인지장애 등의 약물 부작용을 초래하여 낙상을

일으킬 수 있다(이예원과 남성일, 2016). 특히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감기 등의 치

료에 흔히 사용되며,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자가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인

에게 부적절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낙상 위험성이 매우 높다(서미

경 등, 2015). 따라서 노인에게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의약품의 치료유

익성과 치료위험성을 신중히 평가하여 투여 여부를 판단하고, 투여 중 약물 부작

용 발생 여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15). 또한 감기약 등

의 자가 구입 및 복용 시 낙상을 포함하여 노인에게 임상적 의의가 큰 유해반응

들이 나타날 수 있음을 교육할 필요가 있겠다.

노인에서 기립성 저혈압의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낙상과 고관절 골절을 일으

킬 수 있어 주의를 요하는 약물로써(정동현, 2016; Huang et al, 2012) 3급 아민

삼환계 항우울제인 Amitriptyline 복용이 본 연구에서 12례로 나타났으며,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용도로 처방되는 알파차단제인 Terazocin, Doxazocin이 각 1례씩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약물을 복용하는 노인의 경우 투약간호 시 누웠다가 일

어날 때 천천히 일어나도록 교육이 필요하며, 사정 시에도 기립성저혈압 여부를

반드시 감별할 필요가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15).

종합해 보면 낙상으로 입원한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본 연구에서 부적절한

약물복용 사례가 일반 노인이나 암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선행 연구에서보다

많게 나타났다. Beers Criteria로 선별한 노인에게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 중

Sulfonylureas가 본 연구에서는 25례로 가장 많았고, Proton-pump inhibitors와

Diazepam이 각각 24례로 많았는데, 국내 노인 암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정동연

(2016)의 연구에서 Proton-pump inhibitors가 17례로 가장 많았고 Sulfonylureas

는 0례, Diazepam은 1례로 적게 보고된 바 있다. 이탙리아에서 입원 노인을 대상

으로 시행한 Napolitano 등(2013)의 연구에서는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 중

Ketololac이 27.4%로 가장 많았고, Amiodarone 19.1%, Clonidine이 11.2%로 보고

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자 중 Ketololac과 Clonidine 복용 사례는 없었으며

Amiodarone은 1례뿐으로 낙상으로 입원한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본 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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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했을 때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의 종류에 차이가 있었다. 노인 암환자와

낙상으로 입원한 노인 대상의 본 연구 결과 모두에서 부적절한 약물복용 사례

중 많게 나타난 Proton-pump inhibitors의 경우 노인에서 골감소를 초래하여 골

절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Fraser et al., 2013) 처방 시 대상 노인의 낙상 위험

성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당뇨병용제인

Sulfonylureas는 선행 연구들과 다르게 본 연구에서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복

용 사례 중 가장 많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당뇨병 노인을 대상으로

Sulfonylureas 복용과 저혈당, 낙상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로 분류된 약물들은 환자의 질병이나 상태에 따라

의료진의 임상적 판단에 의해 적절하게 사용 될 수 있으나 이처럼 질병의 치료

효과보다 약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낙상과 관

련하여 노인에게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을 처방하거나 투여 시에는 낙상 위

험성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노인에게 특별

히 주의가 필요한 약물과 낙상 예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 관련 특성에 따른 다약제 복용 관련요

인을 분석한 결과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이는 장기요

양시설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정영일(201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

결과 75∼84세에서의 다약제 복용 빈도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국내에서 병의원,

보건소, 한의원 등의 의료기관 이용율이 75∼84세 연령군에서 83%로 가장 높고

(정경희, 2014), 높은 의료기관 이용율은 진료 받은 의사의 수 증가와 함께 처방

약물의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보험유형에 따라 다약제 복용과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복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의료급여 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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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다약제 복용과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복용이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전국의 국민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분석한 Kim 등(2014)의 연구와 상급종합

병원 근처의 약국 처방전을 분석한 김아람 등(2015)의 연구에서 보험유형이 다약

제 복용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국가가 보장하

는 공공부조 제도인 의료급여에 해당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낮아 의료서비스 이

용률이 높고 의료기관 중복방문의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한편 보

험유형에 따른 부적절한 약물사용에 관한 선행 연구가 없어 본 연구 결과와 비

교 논의 하기는 어려워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성

별, 교육수준에 따라 다약제 복용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장기요양시설

거주 노인과(김정선과 강숙, 2013) 암환자(정동연, 2016)를 대상으로 시행한 선행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입원 전 낙상경험 유무에 따른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복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입원 전 낙상경험이 있는 경우 잠재적으

로 부적절한 약물복용 빈도가 높았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는 만성질환으로 인해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었고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 중 당뇨병용제인

Sulfonylureas, 장기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인 Diazepam, 항우울제인 Amitriptyline, 1

세대 항히스타민제인 Dimenhydrinate 복용 사례가 많게 나타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약물들은 Beers Criteria에서 낙상위험을 증가시키는 약물로 권고

되어지거나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낙상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약물들이다.

따라서 낙상 경험이 있거나 낙상 위험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Beers Criteria

와 같이 타당성이 검증된 선별 도구를 활용하여 노인에서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을 선별하고 적극적인 낙상 예방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다약제 복용과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복용은 만성질환의 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다약제 복용군과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복용군에서의 만성 질환의 수가 각각 1.8개로 유의하게 많았다. 이는 다약제

복용 측면에서 보면 장기요양시설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김정선과 강숙(2013)

의 연구결과와 노인 암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정동연(2016)의 연구결과와 일치

한다. 만성질환은 약물치료가 필수적이고 질환에 따라 여러 진료과 의사에게 처

방을 받거나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약물처방을 받게 됨으로써 약물의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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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므로 다약제 복용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서도 노

인에게 동반된 만성질환의 수는 평균 2.6개로 조사되었으며 최근 1개월 동안 병

의원, 보건소, 한의원 등의 의료기관 이용정도를 조사한 결과 78.2%가 의료기관

방문 경험이 1회 이상 있었고, 월 평균 2.4회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

다(정경희, 2014).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 자료를 분석한 연구 결과 노인

환자들은 다른 의료기관의 방문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처방 약물의 수가 증가했

다는 연구결과(Kim et al., 2014)도 이를 뒷받침 한다. 만성질환의 수와 잠재적으

로 부적절한 약물사용 간의 관계에서 살펴보면 장기요양시설 거주 노인을 대상

으로 시행한 김정선과 강숙(2013)의 연구결과에서는 만성질환의 수와 부적절한

약물복용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국내에서 낙상 노인을 대

상으로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복용 실태를 파악한 연구는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웠다. 따라서 낙상 노인의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복용 실태를 파악하고 본 연구와 비교하기 위해 Beers Criteria와 같이 타당

성이 검증된 선별 도구를 이용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복용은 대상자의 자가 약물의 수에 따

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복용 군에서의

자가 약물의 수가 평균 8.2개로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군의

3.0개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 암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정동

현(2016)의 연구와 유럽의 6개 나라에서 노인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Gallagher 등(2011)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San-Jose 등(2015)의 연구에

서 부적절한 약물사용의 가장 중요한 예측인자가 복용하는 자가 약물의 수로 나

타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와 같이 자가 약물의 수와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복용 간의 관련성은 여러 선행 연구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노

인의 건강사정 시 약물에 대한 포괄적인 사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낙상 위

험성이 높은 노인의 경우 투약관리에서 다약제 복용과 노인에게 잠재적으로 부

적절한 약물복용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해석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일개 종합병원에 낙상으로 입원한 노인환자 283명의 의무기록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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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낙상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일반화 하여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므로 낙상과 다약제 복용의 여

러 가지 관련요인 중 일부만을 고려하여 연구가 이루어져 추후 연구에서는 다른 관련요

인들을 포함하는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복용약물 현황 평가 시 약물 순응도는 고려하지 않고 분석하였다는 점을 감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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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낙상으로 입원한 노인을 대상으로 다약제 복용과 잠재적으로 노인

에게 부적절한 약물복용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적절한 약물사용과 낙상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낙상으로 입원한 노인환자의 83.4%가 매일 복용하는 약물이 있었으며 평균

4.9(±3.7)개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 55.1%는 5개 이상의 다약제 복용을,

13.4%는 10개 이상의 과도한 다약제 복용을 하고 있었다.

2) Beers Criteria에 의한 노인에게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복용 사례는 107명

(37.8%)에서 163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의 수는

평균 1.1(±0.3)개로 1개 처방 사례가 67례(23.7%), 2개 이상의 부적절한 약물

복용 사례가 있는 경우는 40례(14.1%)로 나타났다.

3) 다약제 복용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7).

4) 보험유형이 의료급여일 경우 다약제 복용(p<.001)과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복

용(p=.002) 빈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5) 입원 전 낙상경험이 있는 경우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사용의 빈도가 높았

다(p=.032).

6) 만성질환의 수에 따른 다약제 복용(p<.001)과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복용

(p<.001) 빈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다약제 복용군과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

복용군에서의 만성질환의 수가 각각 1.8±1.0개로 유의하게 많았다(p<.001).

7) 복용하는 약물의 수에 따른 다약제 복용(p<.001)과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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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p<.001) 빈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다약제 복용군과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

물복용군에서의 복용약물의 수가 각각 7.7±2.5개, 8.2±2.7개로 유의하게 많았다

(p<.001).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낙상한 노인에서 다약제 복용이 많았다는 것

과 노인에게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복용이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비교했을 때 더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낙상은 간호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

로서 골절과 같은 손상을 초래하여 기능장애, 삶의 질 저하 등 부정적인 건강결

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건강사정 시 다약제 복용과 잠재적으로 부

적절한 약물복용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75∼84세

연령군에서의 다약제 복용 빈도가 높았고, 의료급여 대상자와 동반된 만성질환의

수가 2개 이상인 경우, 복용하고 있는 약물의 개수 5개 이상인 경우 다약제 복용

과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복용 빈도가 높았다. 복용하고 있는 약물의 수는 만

성질환의 수에 따라 증가하게 되므로 의료진들은 처방과 투약 시 복용하고 있는

약물을 조사하여 약물의 개수,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 약물 간 상호작용, 동

일 효과 약물의 중복처방을 확인함으로써 다약제 복용과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복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또한 노인환자와 보호자, 보건의료

인을 대상으로 다약제 복용과 노인에게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사용의 위험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역사회, 병원, 장기요양시설 등 다양한

현장에서 노인의 약물복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투약 관리에 책임이 있는 간호사들은 노인과 다약제 복

용,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낙상의 위

험성을 사정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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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낙상 노인을 대상으로 다약제 복용과 노인에게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

물사용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낙상 위험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의료기관, 공공의료서비

스를 연계하여 다약제 복용과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약물관리 시스템 개발을 제언한다.

셋째, 노인, 의료인을 대상으로 다약제 복용과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사용

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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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lypharmacy and Potentially Inappropriate Medication

Use in Elderly Patients Hospitalized after Falls

Ji-Yeon Kim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Suyoung Choi)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polypharmacy and potentially

inappropriate medication use in elderly patients admitted to hospitals after

falls.

This is a retrospective survey study on 283 elderly patients aged 65 years

or older admitted to a general hospital between January 1 and December 31,

2016.

Data were collected using electronic medical records, and medications

administered immediately prior to admission were examined. Potentially

inappropriate medication use for elderly patient was investigated using the

Beers criteria, and the data were analyzed by Chi-square test and t-test.

The average age of the participants was 79.4±8.2, and the study population

included 226 women (79.9%) and 57 men (20.1%). One or more chronic

diseases were observed in 76.0% of the participants, and the average number

of diseases was 1.4±1.1.

The average number of self-administered medications per day was 4.9±3.7,

and 55.1% took five or more medications. According to the Beers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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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entially inappropriate medication use was found in 163 patients (37.8%). The

following medications were used: 25 cases of sulfonylureas for diabetes mellitus

treatment; 24 cases of proton-pump inhibitors (which inhibits gastric acid secretion)

and diazepam (long-acting benzodiazepine); 12 cases of amitriptyline (antidepressant);

and 10 cases of dimenhydrinate (antihistamine).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olypharmacy according to age, and

polypharmacy and potentially inappropriate medication use frequencies were

significantly high when the insurance type was medical aid. Patients who

experienced falls prior to admission had a high frequency of potentially

inappropriate medication use. The number of chronic diseases and the number

of medications taken were significantly high in polypharmacy and potentially

inappropriate medication use patien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inimize polypharmacy and potentially

inappropriate medication use, and establish a system for systematically

evaluating and managing medication use in the elderly at levels of primary

health care services, hospitals, and local communities to prevent falls in the

elderly.

Key words: Elderly, Falls, Polypharmacy, Potentially inappropriate med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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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입원 직전 약물 복용 현황 조사지

NO.

연령 성별 ⋄남         ⋄여

교육수준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결혼상태 ⋄미혼  ⋄기혼

경제상태 ⋄상    ⋄중    ⋄하

보형유형 ⋄건강보험  ⋄의료급여  ⋄기타

입원 시 

주진단명

동반질환

⋄hypertension ⋄DM ⋄BPH ⋄stroke ⋄CKD ⋄asthma ⋄CVD

⋄osteoporosis ⋄COPD  ⋄cataract  ⋄angina  ⋄arthritis 

⋄parkinson    ⋄dementia ⋄기타(            )

입원 전 

낙상 경험
⋄1회        ⋄2회        ⋄3회 이상

약물 종류의 수

약물 총 개수

입원 전 복용 약물

상품명 성분명
1회

복용량

투약

횟수

계통별 

분류

ATC코드

(3자리)

ATC코드

(5자리)

Beers 

criteria에 

의한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 

해당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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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2015 American Geriatrics Society Beers Criteria Potentially
Inappropriate Medication Use in Older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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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도구 사용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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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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