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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sciences behind fall-related hip fractures in older adults is important to develop effective interventions for prevention. The aim of this review is to provide biomechanical
understanding and prevention strategies of falls and related hip fractures in older adults, in
order to guide future research directions from biomechanical perspectives. While most hip
fractures are due to a fall, a few of falls are injurious causing hip fractures, and most falls are
non-injurious. Fall mechanics are important in determining injurious versus non-injurious falls.
Many different biomechanical factors contribute to the risk of hip fracture, and effects of each
individual factors are known well. However, combining effects, and correlation and causation
among the factors are poorly understood. While fall prevention interventions include exercise,
vision correction, vitamin D intake and environment modification, injury prevention strategies
include use of hip protectors, compliant flooring and safe landing strategies, vitamin D intake
and exercise. While fall risk assessments have well been established, limited efforts have been
made for injury risk assessments. Better understanding is necessary on the correlation and
causation among factors affecting the risk of falls and related hip fractures in older adults. Development of the hip fracture risk assessment technique is required to establish more efficient
intervention models for fall-related hip fractures in older adults.

INTRODUCTION

관절 고절에 대한 생체역학적인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제안된 넘어짐
예방법 및 고관절 골절 예방법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이를 통해, 노

노인 낙상 문제 해결을 위해 오래전부터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인 낙상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도 여러 학문 분야에서 적지 않은 연구와 노력이 있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를 보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MAIN BODY

을 확인할 수 있다[1,2]. 이는 제시되는 중재법들(운동, 고관절 보호대
사용 등 총 7가지,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이 넘어짐 및 그 결과로 나타

1. 골다공증성 골절

나는 인체손상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에 바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골다공증성 골절이란 작은 충격으로도 발생하는 골절로써 골다공증

넘어짐 및 그 결과로 나타나는 골절을 결정짓는 데 10여 가지가 넘는

으로 인해 약해진 뼈 강도가 골절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인 중 한 원

생체역학적인 요인의 개별적인 효과는 알려져 있으나, 이 요인들의 어

인으로 여겨지는 골절을 말하고, 노인에게서 흔하다[3,4]. 대부분 넘어

떠한 상호 작용이 골절을 결정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 본 리뷰

질 때 발생하며, 고관절 골절, 손목관절 골절, 척추 골절, 두개골 골절

에서는 현재까지 밝혀진 노인의 넘어짐과 그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고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중에서 고관절 골절이 합병증, 장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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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망률 등의 측면에서 가장 위험하여 반드시 예방해야 하는 인체손

어짐으로 인해 발생함으로, 넘어짐의 빈도가 빈번해진다는 의미는 고

상이다[5-7]. 건강한 노인 세 명 중 한 명이 일 년에 한 번씩 심각한 넘

관절 골절의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의미이다[9,14-16]. 셋째, 노화와 함

어짐을 경험하며, 요양원 등의 시설에 거주하는 모든 노인은 일 년에

께 넘어짐으로 인한 충격의 강도가 증가한다. 노인의 경우 젊은 사람

한 번씩 위험한 넘어짐을 경험하므로[8,9], 넘어짐 예방을 통한 인체손

과 비교해 볼 때, 넘어질 때 흔히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보호 반응이 현저

상예방이 중요하다.

히 줄어든다. 예를 들면, 땅에 손을 짚음으로써 충격을 완화하는 행동
이 줄어 들고, 있다 하더라도 저하된 민첩성과 근력 때문에 효과적으로
충격을 완화할 수 없으며, 균형 능력과 유연성이 나이가 듦에 따라 현

2. 넘어지면 다 골절을 당하는가?
그렇지 않다. 가끔 아파트 고층에서 추락한 아이가 기적적으로 가

저히 줄어든다[17]. 넷째, 연부조직의 충격 흡수량이 감소한다. 뼈를 감

벼운 찰과상만 입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 학계에서도 유사한 사

싸고 있는 피부 및 근육층은 낙상 시 뼈에 전달되는 충격힘을 흡수하는

례들이 보고된다[10]. 노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노인의 넘어짐 중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연부조직의 충격 흡수량은 나이가 듦에 따라 감소

1%–2%만이 골절을 일으키는 위험한 넘어짐이고 대부분은 인체손상

하여, 똑같은 충격을 받았을 때, 더 많은 충격이 뼈에 전달되어 골절 확

없는 안전한 넘어짐이다[8,9,11,12]. 넘어짐을 통해 큰 충격을 받았음

률이 높아지게 된다[18,19].

에도 불구하고 골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위험한 혹은 안전한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상기의 네 가지 주된 이유 중 첫 번째 이유인

넘어짐을 결정하는 과학적 이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노인 낙

골다공증보다 넘어짐 기전과 관련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

상 예방을 위해 넘어짐 위험도를 낮추어 넘어지는 빈도를 줄이는 것뿐

째 원인들이 노인의 넘어짐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의 예방에 크게 관여

만 아니라, 만약에 넘어지게 되더라도 골절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넘

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골밀도가 1 표준편차만큼 감소할 때마다

어짐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함을 말해 준다.

넘어짐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의 위험도는 2배 혹은 3배 증가하지만, 넘
어질 때 대퇴골 대전자(greater trochanter)를 바닥에 부딪히는 경우
는 아닌 경우보다 30배가 증가하며, 옆으로 넘어지는 경우는 앞이나 뒤

3. 골다공증이 넘어짐으로 인한 노인 골절의 주된 요인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로 넘어지는 경우보다 6배나 증가한다. 또한, 하지 근육이 약할 경우 5

노인의 넘어짐으로 인한 골절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물 섭

배나 증가하고, 손이나 무릎을 부딪히는 경우에는 3배나 감소하며, 상

취를 통한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이다.

지 근력이 약할 경우는 고관절 골절의 위험도가 2배나 증가한다[2022].

넘어짐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의 빈도는 나이가 듦에 따라 기하급수
적으로 증가하는데, 연구자들은 주된 이유로 다음을 꼽는다. 첫째, 노
화로 인한 골밀도 감소로 인해 뼈 자체의 강도가 떨어진다[13]. 둘째,

4. 고관절 골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노화와 함께 넘어짐의 빈도가 증가한다. 95% 이상의 고관절 골절은 넘

서기, 걷기 등의 일상생활 동작을 하는 동안, 사람 몸이 지니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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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actors affecting the risk of hip
fracture during a fall. More than ten biomechanical factors are known to determine the fall-related hip fracture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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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에너지는 500–700줄(joule)이다. 균형을 잃고 넘어지기 시작하여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요인들이 조절 가능한 변수들이기 때문

엉덩이에 충격이 가해지는 과정에서 이 모든 에너지는 인체의 여러 부

이다. 충격힘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충격속도(v), 낙상자 질량(m), 그

위를 통해 흡수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퇴골이 5.5줄(joule) 이상

리고 낙상자 몸의 강성(k)이 포함되고, 낙상자 몸의 강성에 영향을 주는

의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고관절 골절이 발생한다[23]. 대퇴골 골절

요인으로는 근육 당김 힘, 충격 시 무릎의 위치, 골반 충격 방향, 그리

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충격에너지의 크기가 가용한 위치에너지의 크기

고 넘어지는 방향이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대퇴골을 감싸고 있는 연부

에 비해 상당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백 번의 넘어짐 중 한두 번의 넘어

조직의 충격 흡수량 및 체질량 지수 등도 충격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짐만이 고관절 골절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로우며, 많은 넘어

(Figure 1) [18,19,25-31]. 대퇴골 강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나이,

짐 중 골절을 일으키는 위험한 넘어짐을 결정하는 이유가 있다는 존재

대퇴골 모양, 골밀도, 충격방향 그리고 충격속도를 포함한다[13,24,32-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 준다.

34]. 이런 다양한 요인들의 개별적인 효과는 보고되어 있으나, 요인들

넘어질 때 발생하는 고관절 골절의 위험도는 충격힘에 비례하고 대
퇴골 강도에 반비례한다. 또한 충격힘이 대퇴골의 강도보다 클 때 골절

간의 상관관계 및 인과관계, 그리고 어떠한 요인들의 상호 복합적인 작
용이 골절을 결정짓는지에 대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일어나게 된다[24]. 따라서, 낙상 간에 충격힘을 줄이거나 혹은 대퇴

상기 언급된 대부분의 요인들은 낙상자의 넘어지는 방식에 영향을

골의 강도를 증가시켜 충격힘이 대퇴골 강도보다 작아지게 되면 골절

받고 있고, 넘어지는 방식은 낙상자의 보행패턴, 자세, 통증 여부, 습

은 일어나지 않게 된다(Figure 1). 높은 곳에서 추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관, 근력, 균형능력, 그리고 다양한 일상생활 동작에 따라 영향을 받는

골절상 없이 찰과상만 입게 되었다는 일상 및 학계의 보고들은 이와 같

다는 것을 가정해 보면, 노인 낙상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의 방향성을

은 맥락에서 과학적으로 이해가 가능하게 된다.

정립할 수 있게 된다(Figure 2). 예를 들어 무릎 통증이 있는 팔자걸음

그렇다면, 떨어지는 동안 충격힘 및 대퇴골 강도를 변화시켜 골절을

의 보행 패턴을 가진 사람의 넘어짐에는 특유의 무릎위치 및 골반 충

예방할 수 있을까? 가능한 일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충격힘 및 대퇴골

격방향이 있을 것이고, 우세 손 및 우세 발이 모두 오른쪽인 사람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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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elationship between falls and injuries explained with various associated factors. A few of bad falls result in injuries, and different factors are
involved in the injury mechanism which poorly understood. Particularly, combining effects, and correlation and causation among the factors are poorly
underst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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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앞으로 넘어지기 시작했더라도 오른쪽 엉덩이로 충격을 받기 위해

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골절 위험도를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몸을 왼쪽으로 회전시키면서 낙하하려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Figure

맞춤형 중재법을 제안해 주는 모델이 연구 개발된다면, 노인 낙상 문제

2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요인들의 상관관계 및 인과관계를 연구를 통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대상자의 인체 정보(키, 몸무

해 하나씩 확인해 보면, 노인 낙상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도출될 것

게, 골밀도, 연부조직의 충격 흡수량 등)를 바탕으로 넘어질 때 골절 확

이고, 이를 바탕으로 제안되는 중재법은 노인 낙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률을 예측해 주고, 무엇 때문에 위험도가 높은지 알려줄 수 있는 모델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및 기기의 사용은 고위험군이 모여 있는 시설 내 노인뿐 아니라, 상대
적으로 건강한 지역사회 노인들에게까지도 본인의 건강을 모니터링 하
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5. 넘어짐 예방법 및 골절 예방법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노인 낙상 예방은 균형능력을 증가시켜 넘어
짐 빈도를 줄이거나, 혹은 넘어지더라도 골절 위험도가 낮은 안전한 넘

DISCUSSION

어짐의 교육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Figure 3은 문헌에서 효과 있음이
증명된 중재법들을 문헌 수에 따라 비중을 두어 표시한 표이다. 넘어짐

노인의 넘어짐, 그리고 그 결과로써 일어나는 고관절 골절에 대한 생

예방 중재는 총 85개의 문헌, 그리고 골절 예방 중재는 총 42개의 문헌

체역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제시된 예방 중재법을 고찰하고,

에 대한 비율로 표시하였는데[35-57], 확인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노인 낙상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방향을 제시

고 있는 운동은 주로 넘어짐 예방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반면(88.2%),

하기 위해 본 리뷰가 쓰였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다. 첫째,

골절예방에는 큰 비율을 차지하지 못한다(2.4%) [35]. 오히려 고관절

현재까지 노인이 왜 넘어지고 골절을 당하는지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보호대의 사용 및 안전하게 넘어지는 방법의 교육 등이 골절예방에는

되어 있지 않다. 특히, 낙상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여러 가지 요인

도움이 된다(76.2%) [35]. 뿐만 아니라, 비타민 D의 복용은 넘어짐 예

들이 보고되어 있으나, 그 요인들의 상관관계 및 인과관계, 그리고 어

방(7.1%) 및 골절 예방(9.5%)에도 모두 사용되고, 그 효과가 보고되고

떠한 요인들의 상호 복합작용이 골절을 결정짓는지에 대한 정보는 많

있다[35]. 문헌에서 제시하는 넘어짐 예방법으로는 운동, 시력교정, 비

이 제한되어 있다. 둘째, 골절 위험도는 골다공증(골밀도)보다 넘어짐

타민 D 섭취, 거주환경 개선 등이 있고, 골절 예방법으로는 고관절 보

의 방식에 더 영향을 받고, 넘어짐의 방식은 일상생활 동작 간에 발생

호대 사용, 충격흡수 매트 사용, 안전하게 넘어지는 방법 사용, 비타민

하는 다양한 움직임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데, 이것에 관한 정보는 많

D 섭취, 운동 등이 있다.

이 부족하다. 셋째, 예방 중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를
고·중·저 위험군으로 분류하는 것이 중요한데, 넘어짐 위험도를 평가
하는 방법은 많이 제시되어 있는 반면, 골절 위험도를 평가하는 방법은

6. 넘어짐 위험도 예측 및 골절 위험도 예측
상기 예방법들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넘어짐 위
험도와 골절 위험도를 예측하여 고·중·저 위험군으로 나누어 분류하

많이 제한적이다. 상기 내용은 날로 증가하는 노인 낙상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다.

고, 대상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중재를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
의 넘어짐 위험도 예측을 위한 방법 및 임상 평가 도구는 다양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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