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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에 11%

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30년에는 24.3%로 초고령화 

사회, 2060년에는 40.1% 수준으로 증가가 예측되며, 특히 85세 이

상 인구는 2010년 0.7%에서 2060년 10.2%로 10배 이상 증가할 전

망이다[1]. 노화로 인한 여러 만성질환의 발생률 또한 증가하고 있는

데, 이중 정신기능 장애를 동반하는 인지기능의 변화가 노화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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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n cognitive function, depression, 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of Silver-

Care-Robot Program for institutionalized elders. Methods: This study was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The 

participants were 42 institutionalized elders (17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25 in the control group). The Silver-Care-Robot Pro-

gram was provided as an intervention which was conducted twice a week for 5 weeks. The Silver-Care-Robot Program is an integrat-

ed entertainment program to help the mental, emotional, and physical health of elderly people. Pre-test was conducted on the two 

groups, and,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s of intervention, a post-test was conducted after 5 weeks.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gnitive function and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between two groups after the program. But the difference in de-

pression in the institutionalized elder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etween the two groups. Conclusion: The Silver-Care-Robot 

Program should be considered as a regular program for cognitive function 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for institutionalized e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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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정신기능 장애로[2], 고령화 사회에서 간호제공자 및 가족

에게 상당한 부담감을 증가시키는 인지장애 중의 하나인 치매와 관

련이 있으며 질환 인구수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3].

치매는 기억기능, 지적 혹은 인지기능에서 손상을 보이는 질환으

로, 치매 환자는 이전에 지녔던 지적기능이 점차 약화되어 사회적, 

직업적, 자가 간호 등과 관련한 기능손상을 초래하는데 기본적인 욕

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의존하게 되는 성향이 점차 커지

므로 가족 전체에 영향을 주어 가족단위의 해체위기를 가져올 수 있

다[4]. 그러나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는 경우 질병경과를 늦추기 위한 

중재가 가능한 질환이며[5], 노인의 인지기능과 일상생활수행능력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볼 때[6], 인지기능이나 일상생활수행능

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특히 항상 보호가 요구되는 인지기능 저하 시

설 노인들의 타인 의존경향을 줄일 수 있다는 예측도 가능하다. 따

라서, 경증 인지장애 초기에 적절한 간호중재를 적용한다면 치매로

의 이행을 감소시키거나 지연시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기간을 증

가시킬 수 있으므로[5] 인지기능이 저하된 시설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간호중재 방법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한편, 노인 우울증 환자 중 30.8%가 치매로 전환된다는 보고[7]

는 치매와 우울의 관련성을 말하고 있다. 또한 우울한 노인의 경우 

거주형태가 인지저하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8], 특히 시

설노인의 경우 가정에 거주하는 노인과는 다르게 가족, 친척, 친구 

및 이웃과 친밀한 관계유지를 통한 지속적인 사회 · 정서적 지지가 결

핍된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9], 가정거주 노

인보다 우울과 같은 정서적 건강에 있어 취약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다각적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동안 인지기능 저하 및 치매노인의 문제증상을 개선 또는 완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지건강증진 프로그램[2], 치매예방 통합프로

그램[5], 인지행동 프로그램[10], 다감각환경 프로그램[11] 등 여러 

가지 중재가 시도되었고, 그 결과, 인지기능[2,5,11], 우울[2,5] 및 

일상생활수행능력[11]에 효과적임을 보고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비

디오게임[12] 뿐 아니라,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애완형 로봇을 이

용하여 노인 대상자와의 상호작용을 시도한 연구들[13-16]도 있다.

그러나 치매와 관련한 건강 문제 완화의 목적[13,15,16] 내지는 

상호작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로봇의 디자인 연구[14]에서 대상

자들은 실제 애완동물을 기를 때 죽음이나 관리의 어려움을 염려하

여 애완형 로봇을 좋아하거나 로봇과 놀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기분상태[15,16]나 문제행동[13,15,16]에 대한 효과가 일관

적이지 않았고, 인지기능[15,16], 일상생활수행능력[16]에 있어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로봇의 반복적 

행동이나 정적인 특성으로 인해 상호작용을 통한 자연스런 운동기술 

증가 및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증진에 제한이 따르고 지루함 때문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노인에게 디지털 콘텐츠를 통한 놀이치료를 반복적으로 적용한다

면 뇌 활동을 촉진시켜 치매예방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

며, 특히 언어력, 수리력, 지남력, 기억력 등의 인지기능의 향상과 

심리적, 정신적 차원에서 우울증이나 불안 등의 개선효과를 볼 수 

있다[17]. 또한 다양한 감각을 경험하게 하여 이완, 안정, 회상을 통

한 기억과 집중력을 목표로 했을 때 노인의 인지기능과 일상생활수

행능력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11]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인지기

능, 우울,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있어 실버케어로봇 프로그램의 효과

를 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고 사용자(연구 참

여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포함한 놀이형태

로 진행을 하였고, 프로그램의 세부 콘텐츠 진행마다 사용자가 화면

을 직접 터치하게 함으로써, 실버케어로봇과 사용자가 보다 적극적

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사용자들의 일상생활수행능

력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버케어

로봇 프로그램은 단순기능의 애완형 로봇을 적용한 선행 연구와는 

다르게, 통합 콘텐츠 내장형 로봇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사용자가 콘

텐츠를 직접 선택하여 실행하는 사용자 중심의 진행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되며, 현재 국내에서 이를 적용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디지털 콘텐츠의 재생 가능한 특징은 노화로 인한 질병치료와 예

방을 위한 막대한 비용과 사회적, 물리적 비용을 효율적으로 해결하

는 기대효과가 있다[17].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인지기능 저하 노

인들을 대상으로 통합적 콘텐츠 기반의 실버케어로봇과 상호작용하

도록 중재하고 그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 노인들의 인지기

능 저하를 예방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버

케어로봇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또한 첨단과학

을 접목한 혁신적인 간호중재의 하나로 도입 · 적용해 보고자 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인지기능 저하 노인을 대상으로 실버케어로봇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인지기능, 우울,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3. 연구 가설

가설 1. 실버케어로봇 프로그램에 참가한 실험군은 참가하지 않

은 대조군과 인지기능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실버케어로봇 프로그램에 참가한 실험군은 참가하지 않

은 대조군과 우울정도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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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 실버케어로봇 프로그램에 참가한 실험군은 참가하지 않

은 대조군과 일상생활수행능력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요양시설 거주노인에게 제공한 실버케어로봇 프로그램

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 · 후 유사실험설계이다.

2.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로봇과의 지속적 상호작용 능력을 고려하여 면담에 응

할 수 있는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고, 본 연구의 목

적을 이해하고 면담에 협조 가능한 노인 요양시설 입소노인으로, 구체

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과적 기왕력이 없는 

자, 둘째, 이전에 유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자, 셋째, 치매진

단을 받지는 않았으나 MMSE 점수가 23점 이하로 분류되어 인지기능

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난 자, 넷째,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이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program 3.1 version에 따라, 시설에 거

주하는 치매노인 환자에게 다감각환경 프로그램을 시행한 Ro 등[11]

의 연구에서 인지기능의 효과크기가 1.10 으로 나와, 본 연구에서는 

효과크기 1.10, 검정력 .80, 유의수준 .05로 설정하여 t-test를 위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최소 표본수를 각 14명으로 산출하였다. 이에 따

라 대상자의 탈락을 고려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을 각 22명과 25명을 

선정하였고, 연구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 실시 직전에 

실험군의 5명이 참여 철회 의사를 밝혀 와서 실험군 17명을 대상으

로 실험처치에 대한 동의를 얻고 사전 조사를 시작하였다. 연구진행 

중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탈락자가 없었으며, 최종 실험군 17명, 대

조군 25명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 효과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실험군과 대조

군이 거주하는 요양시설을 다르게 배정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요양시설은 모두 C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두 기관은 지리적으로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두 요양시설은 모두 80병상 이상의 규

모로 인지기능이나 일생생활수행능력이 저하된 노인, 경증 치매노인 

등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소시설이었다.

3. 연구 도구

1) 인지기능

인지기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어판 치매간이 선별검사(K-

MMSE)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1문항 1점씩 30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점수 범위는 0~30점으로, 24점 이상은 인지적 손상

이 없으며 23점 이하는 인지기능 저하가 있음을 의미한다.

2) 우울 

우울측정을 위해 단축형 우울측정도구(Short-form Geriatric 

Depression Scale)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Sheikh와 Yesavage[18]

가 사용한 15문항의 도구로 예는 1점, 아니오 0점의 2점 척도로 이

루어져 있다. 긍정문항은 역점수로 환산하였고, 가능한 점수범위는 

0~1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85였다.

3) 일상생활수행능력

일상생활수행능력은 Song[19]이 노인을 위한 기능 사정도구로 개

발한 18문항의 도구 중 일상생활수행능력에 해당하는 목욕, 옷 입

기, 화장실이용, 이동능력, 소변관리, 음식물섭취에 해당하는 8개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4점 척도이다. 도구는 원 개발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았다. 각 문항은 1점 ‘매우 어렵다’에서 4점 ‘매우 쉽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상생활수행능력 점수범위는 8~3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Cronbach’s α=.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88이었다. 

4. 연구진행절차

1) 실험처치: 실버케어로봇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버케어로봇((주) 유진로봇)의 구성은 상부 

LCD 상하 회전부, 허리 회전부, 바퀴 구동부, 상부와 하부 연결 중

간부로 되어 있으며 맵 빌딩, 자율주행, 장애물 감지, 위치인식, 리

모트 컨트롤러에 의한 제어, 원격 화상통신 등의 기능이 있다. 특징

으로는 전방 장애물 감지 및 회피, 맵 빌딩 및 위치인식에 의한 자

율 주행 기능, 무선 네트워크 연결에 의한 서비스 운영 및 업데이트 

등이며 노인과 접촉하는 동안 로봇의 팔에 걸림으로서 외상이 발생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팔은 장착이 되지 않았다(Figure 1).

실험처치는 실버케어서비스 콘텐츠를 내장한 로봇과의 놀이형태로 

진행되었으며, 독립적 생활이 가능한 실버타운 거주 노인대상의 국

외 연구[20,21]에서 진행된 프로그램 중 한국노인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투약 서비스 제공과 같은 일부 위험요소가 되거나 한국문

화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서비스 콘텐츠 내용과 적용

가능성에 대해 정신의학과 교수 1인, 간호학교수 3인, 노인요양원 내

의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간호사 2인과 노인 요양보호사 1인 

및 로봇공학전공 연구원 3인의 협의과정을 거쳐 수정 ·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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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버케어로봇에 내장할 콘텐츠 구성에 앞서 노인을 대상으로 인

지기능, 우울 내지는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선행 연구들

에서 진행되었던 음악요법, 독서요법, 회상요법, 인지요법, 비디오게

임 요법 등을 참고하여 하나의 통합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줄 것을 

로봇 콘텐츠 제작연구진에게 요청하여 구성하였다. 더불어 세부 콘

텐츠 내용을 구성하기 전에 실험군과 시설의 간호사 및 요양보호사

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좋아하는 노래목록’에서는 트

로트 노래를 삽입하였고, ‘두뇌게임’의 경우 70~80대 노인들에게 친

숙한 농기구나 동물사진 등으로 구성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본 실버케어로봇 서비스의 접근은 화면 터치방식을 이용하였으

며, 콘텐츠의 구성은 1) 맞이하기-사용자 성명 선택과 얼굴인식, 날

짜 선택, 오늘의 기분상태 선택체크(1분), 2) 건강체크-활력징후 및 

산소포화도 측정(2분), 3) 좋아하는 노래목록 실행-좋아하는 노래

선택 후 참여하기(5분), 4) 전래동화 목록 실행-좋아하는 전래동화 

선택 후 참여(10분), 5) 두뇌게임-퍼즐, 그림 짝 맞추기(10분), 6) 

사진/동영상 보기(1분), 7) 종료하기-기분상태 선택체크(1분)로 구성

되어 있으며, 위의 7가지 프로그램을 매 회기마다 실험군에게 적용

하였고, 매 회기에 노인들이 어떤 콘텐츠를 시행하였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는지 등의 자료는 개인별 폴더에 저장되었다. 

‘맞이하기’는, 실버케어로봇이 실험군 노인에게 인사말을 건네면

서 프로그램이 시작됨을 알리게 하는 기능을 가졌고, ‘건강체크’ 콘

텐츠의 목적은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실험군 노인들의 활력징후를 

측정함으로써 이들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실버케어로봇이 실험군

에게 활력징후 정보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유도하고자 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 대상자들의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독립적 생

활에 있어 일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고려되어, 노인 1인당 1회기

에 약 30분씩, 1주일에 2회, 총 5주 동안 10회기에 걸쳐 프로그램

을 매 회기마다 요양시설의 3층 휴게실에서 동일하게 반복 적용하였

다. 본 연구의 총 적용 회기 수는 치매노인에게 8회기의 동물로봇을 

적용한 Lim 등[15]의 연구와 인지기능 저하 노인을 대상으로 12회

기의 인지행동 프로그램을 적용한 Chu 등[10]의 연구에 근거하였

다. 또한 매 회기 적용시간에 대해서는 Stafford 등[20]과 Jayawar-

dena 등[21]의 연구에서 독립적 생활이 가능한 실버타운 거주 노인

들의 경우 로봇과의 상호작용 평균시간이 39분으로 나타났고, 로봇

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반응평가를 위해서는 약 30분간 효과적인 상

호작용을 유지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는 결과에 근거하였다. 따라

서, 한 회기 당 적용시간은 30분으로 하였고, 실험군의 대상자가 원

한다면 ‘좋아하는 노래 목록’, ‘전래동화 목록’, ‘두뇌게임’, ‘사진/

동영상 보기’를 실행하면서 시간을 더 늘려서 할 수 있도록 개인당 

시간을 조정하였다.

프로그램 진행은 실버케어로봇 프로그램에 대한 훈련과정을 거친 

간호학 박사 1인과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연구원 2인의 보조로 한 

대의 로봇으로 대상자와 1:1로 진행되었으며, 세부적인 프로그램의 

구성은 Table 1과 같다.

2)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 실험군에게 실시한 프로그램 중재기간은 2011년 11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5주간이었다. 대조군의 조사기간은 실험군

과 같이 5주였으며, 2012년 2월 1일부터 2012년 2월 29일이었다. 실

버케어로봇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실험군, 대조군에게 일반적 

특성과 인지기능, 우울, 일상생활수행정도에 대해 사전 조사를 실시

하였다. 이후 실험군에게 5주간 주 2회씩 실버케어로봇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으며, 프로그램 종료 후에 이에 대한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

다. 사전 · 사후 조사는 본 연구자로부터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 

Figure 1. Silver-Care-Robot (front and side).

Table 1. Contents of Silver-Care-Robot Program

Main contents Sub contents
Time

(minute)

Welcome/greeting Face recognition
Confirming personal data
Checking mood state

 1

Healthy body Checking vital signs & O2 saturation  2

Singing a song Singing favorite songs  5

Listening to fairy tales Listening to favorite fairy tales 10

Brain fitness Playing puzzles & matching games 10

My photographs and 
animation

Taking & saving pictures
Looking at pictures photographing 

with family, friends

 1

Ending Checking mood state & saving dat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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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받은 요양시설의 간호사와 요양보호사가 실시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고자 본 연구 시작에 앞서 2011년 

9월 C대학교병원 생명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 연구 계획서를 제

출하고 연구 진행을 승인(2011-8-053)받았다. 승인 후 연구 대상

자, 보호자, 시설의 책임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비밀보장, 연구 

방법, 기대효과, 참여 절차, 협조사항, 기대되는 이익 및 참여에 대

한 보상, 비디오 촬영에 대해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받았다. 본 연구

의 대상자들은 취약한 연구 대상자로써, ‘참여에 대한 동의의사 표

현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정

보를 대상자에게 제공하였다. 그러나 실버케어로봇 프로그램의 특

성상 언어적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그리고 이동이 가능한 노인이 연

구 참여의 대상이 되므로, 연구 대상자가 아닌 대리인으로부터 연구 

참여 동의를 받은 경우는 없었다. 

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실험군

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과 인지기능, 우울,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있

어 처치 전의 동질성 검증은 χ2-test, Fisher’s exact test, inde-

pendent t-test로 하였다. 종속변수의 정규성 검정은 Kolmogorov-

Smirnov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종속변수인 인지기능, 우울, 일

상생활수행능력 모두 Shapirowilk 통계량에 대한 p-value가 0.05보

다 크게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위해 종속변수 중 인지기

능점수, 우울점수는 independent t-test를 사용하여 실험 전 · 후 두 

군간의 평균차이를 비교하였다. 처치 전 동질성이 확인되지 않은 일

상생활수행능력에 대한 두 군간의 평균차이 비교는 공변량분석

(ANCOVA)으로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1.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정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성별, 나이, 학력, 배우자 유무, 입소 전 거

주형태, 음주유무, 흡연유무, 운동유무, 머리외상 유무, 컴퓨터 사

용경험 여부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자의 인지기능점수(t= -1.38, p =.140)와 우울점수(t=1.11, p =.274)

는 두 군간 차이가 없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상생활수행능

력은 두 군간에 차이가 있었다(t= -2.01, p =.050) (Table 2).

2. 가설 검정

실버케어로봇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1) 가설 1

‘실버케어로봇 프로그램에 참가한 실험군은 참가하지 않은 대조

군과 인지기능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실버케어로봇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군의 인지기능점수는 17.73점이었고, 대조군의 점수는 

14.64점이었으며, 처치 전 · 후에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t=2.07, 

p =.046)가 나타나, 가설 1은 지지되었다.

2) 가설 2

‘실버케어로봇 프로그램에 참가한 실험군은 참가하지 않은 대조

군과 우울정도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대조군의 우울점수는 처

치 전 7.16점에서 처치 후 7.08점이었고, 실험군의 처치 전 우울점

수는 5.70점에서 처치 후 4.76점으로 평균값이 낮아졌으나, 처치 

전 · 후 우울점수의 차이검정에서 실험군과 대조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 - 0.72, p =.473)가 나타나지 않아서, 가설 2는 기

각되었다.

3) 가설 3

‘실버케어로봇 프로그램에 참가한 실험군은 참가하지 않은 대조

군과 일상생활수행능력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처치 후 실험군

의 일상생활수행능력 점수는 23.29점, 대조군의 점수는 17.48점이

었으며, 처치 전 · 후에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은 유의

한 차이(F=20.95, p<.001)가 나타나 가설 3은 지지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실버케어로봇 프로그램이 노인의 인지기능, 우울, 일상

생활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된 비동등성 

대조군 전 · 후 유사실험연구로, 인지기능이 저하된 시설 입소노인을 

대상으로 시도되었다. 

실버케어로봇 프로그램의 구성은 맞이하기, 건강체크를 비롯하여 

두뇌게임, 노래목록 실행 및 전래동화 등 오락기능을 추가한 통합적 

놀이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로봇과 대상자가 상호작

용을 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진행에 앞서 노인들이 선호

하는 노래와 전래동화 목록을 사전 조사하여 대상자에게 적합한 콘

텐츠를 구성하였고, 이는 선행 연구들에서 적용한 단순기능의 애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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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로봇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이었다. 노래목록과 전래동화 콘텐츠 

구성을 위한 사전 조사는 선호도 반영 뿐 아니라 노인에게 예전에 

즐겨 부르던 애창곡을 부르게 함으로써 과거의 즐거움을 회상시키고 

노래와 멜로디에 관련된 감정을 불러 일으켜 정서적 안정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22], 본 연구에서 시

설 노인들에게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강조된 실버케어로봇 프로그램

을 적용한 시도는 적절하다고 본다. 또한 국외에서 활력징후측정 보

조, 투약에 대한 리마인드, 뮤직비디오상영 기능 등을 탑재한 실버

케어로봇 통합프로그램[20,21]을 우리 실정과 정서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함은 향후 한국 문화에 맞는 실버케어로봇의 개발에 기초자료

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실버케어로봇 프로그램 중재를 받은 실험군의 인지기

능은 대조군에 비해 처치 전 · 후에 인지기능점수 하락의 폭이 유의

하게 적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중재방법과 차이는 

Table 2.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ependent Variables  (N =42)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 (n=17) Cont. (n=25)

χ2 or t p
n (%) or M±SD n (%) or M±SD

Gender Male
Female

 3 (17.6)
14 (82.4)

 7 (28.0)
 18 (72.0)

0.60* .490

Age (yr) ≤69
70~79
≥80

1 (5.9)
 5 (29.4)

11 (64.7)
 81.18±6.12

 5 (20.0)
 5 (20.0)

15 (60.0)
78.64±9.35

1.82

- 0.98

.402

.332

Educational level Illiteracy 
Elementary
Middle school
Above high school 

10 (58.8)
 6 (35.3)
0 (0.0)
1 (5.9)

12 (48.0)
 8 (32.0)
2 (8.0)
 3 (12.0)

2.02 .569

Spouse Yes
No

 3 (17.6)
14 (82.4)

 7 (28.0)
18 (72.0)

0.60* .490

Residence style before nursing 
home entrance

Alone 
With spouse
With offspring
With relatives or others

 6 (35.3)
0 (0.0)
 8 (47.1)
 3 (17.6)

10 (40.0)
 3 (12.0)

11 (44.0)
1 (4.0)

4.10 .251

Alcohol drinking Yes
No

16 (94.1)
1 (5.9)

 25 (100.0)
0 (0.0)

1.51* .405

Smoking Yes
No

 17 (100.0)
0 (0.0)

24 (96.0)
1 (4.0)

0.70* 1.000

Regular exercise Yes
No

 8 (47.1)
 9 (52.9)

13 (52.0)
12 (48.0)

0.10* .753

Head trauma Yes
No

 3 (17.6)
14 (82.4)

2 (8.0)
23 (92.0)

0.90* .379

Computer Yes
No

 4 (23.5)
13 (76.5)

1 (4.0)
24 (96.0)

3.68* .140

MMSE 18.13±5.45 15.92±3.82 - 1.38 .140

Depression  5.70±4.37  7.16±4.03 1.11 .274

Activity of daily living 20.29±4.09 17.24±5.25 - 2.01 .050

*Fisher’s exact test;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MMSE=Mini-mental state examination.

Table 3. Comparison of MMSE, Depression, and Activity of Daily Living  (N =42)

Variables Groups
Pretest Posttest Differences

t or F*  p
M±SD M±SD M±SD

MMSE Exp. 
Cont. 

18.13±5.45
15.92±3.82

17.73±5.79
14.64±4.01

 0.57±3.29
 1.28±2.35

 2.07  .046

Depression Exp. 
Cont. 

 5.70±4.37
 7.16±4.03

 4.76±3.30
 7.08±4.59

 0.94±3.63
 0.08±3.88

- 0.72  .473

Activity of daily living Exp. 
Cont. 

20.29±4.09
17.24±5.25

23.29±4.71
17.48±5.53

-
-

 20.95* < .001

*Measured by ANCOVA with pre-test score as covariates; Exp.=Experimental group (n=17); Cont.=Control group (n=25); MMSE=Mini-mental state examination.



오진환 · 이여진 · 신철진 외 4인 394

http://dx.doi.org/10.4040/jkan.2015.45.3.388www.kan.or.kr

있지만, 치매진단을 받지 않은 노인을 대상으로 인지학습과 유희프

로그램으로 구성된 인지건강 프로그램을 적용한 Kim 등[2]의 연구

와 인지기능 저하 노인에게 인지행동 프로그램을 적용한 Chu 등[10]

의 연구에서 실험군의 인지기능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과 비슷한 

결과이다. 또한 노인에게 영상동화 프로그램을 적용했을 때 영상을 

본 학습자가 상상력을 통해 언어를 더 쉽게 인지하고 오래 기억하며 

반복학습을 통한 회상능력이 증가하므로, 멀티미디어 시청각 매체

가 노인들의 정신건강과 기억력 감퇴에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하며

[23], 언어와 수리적 학습, 게임등과 같은 유희적 활동이 뇌기능 향

상을 가져와 노인의 인지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2]는 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처치 후 실험군의 인지기능점수가 증가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이유는 일반적인 노화현상이나 치매로 인해 인지

기능이 저하된 경우 이미 낮아진 인지기능을 향상시키기 어렵고, 치

료의 효과 역시 노화나 기능손상의 속도를 늦출 뿐이지 오히려 이전

보다 좋게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실험군의 인지기능이 대조군에 비해 적게 감소

한 것은 바람직한 결과로 해석되며, 실버케어로봇 프로그램이 노인

들의 인지기능저하 속도를 늦추거나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우울점수는 처치 후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노인들에게 인터넷 훈련프로그램을 적용한 

White 등[24]의 연구와 요양원 노인에게 비디오 컨퍼런스 프로그램

을 적용한 Tsai 등[25]의 연구에서 우울에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 않

은 것과 같은 결과이다. 그러나 헬스케어로봇을 적용한 Stafford 등

[20]의 연구에서 로봇과 30분간 상호작용한 결과 부정적 정서가 유

의하게 감소하였고, 경도인지장애 내지는 경증 치매수준의 요양병원 

입원노인을 대상으로 음악게임치료를 제공한 Chang과 Kihl[26]의 연

구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치매노인에게 애완동물로봇인 파로를 적용하여 실

험군의 기분상태가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Song[16]의 연구와 비교

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버케어로봇의 외형이 선행 연구들

[15,16]에서 쓰다듬거나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 적용한 작은 크기의 

애완형 동물로봇과는 달리 1.1 m 크기의 기계와 같은 이미지의 외형

이 노인들의 정서에 일부 부정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추측된

다. 또한 단기간의 정서적 상태를 나타내는 기분상태와는 달리 우울

은 단기간에 걸쳐 효과를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결과변수로서 

5주간 총 10회기로 진행된 본 프로그램의 중재가 임상적인 호전이 

있기에는 적용 횟수가 적고 기간 또한 짧았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적용 횟수를 늘리거나 5주 이상의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우울정도의 

개선효과에 대한 검증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치매노인에게 영상통화 서비스 기능을 갖춘 로봇을 이용하여 가

족과 6주간 최소 6회 상호작용을 시도한 Moyle 등[27]의 연구에서 

비록 영상통화를 통한 가족과의 상호작용이 많지는 않았지만 영상

통화가 대상자들의 긍정적 정서를 얻는 효과가 있고 부정적 정서를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보아, 향후 인터넷을 이용

한 가족과의 영상통화 기능을 콘텐츠에 포함시키어 보다 더 적극적

인 상호작용을 유도한다면 장기적으로 시설노인의 우울과 같은 정서

적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상생활수행능력은 실험군의 경우 20.29점에서 23.29점으로 

3.00점이 증가하였고, 대조군의 경우 17.24점에서 17.48점으로 

0.24점 증가하였으나 실험군의 증가폭이 유의하게 더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노인을 대상으로 비디오게임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적

용했을 때 직립 상태에서 균형조절의 향상을 가져온 Szturm 등[12]

의 연구 결과와 치매노인에게 오락 수 개념과 유행가가 포함된 오락

요법을 적용한 Kim과 Choi[28]의 연구에서 두 군간에 일상생활수행

능력의 유의한 차가 나타난 것과 같은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실험

군의 일상생활수행능력 점수가 향상된 것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

해 대상자들이 매 회 실험장소로 이동을 해야 하고, 특히 매 회기에 

세부 콘텐츠진행마다 노인 대상자 스스로 화면을 터치해야 하는 반

복적인 신체적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수행능력의 향상을 유

도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너싱홈 거주 노인에게 3~5일간 30분

정도 정보제공 기능이 있는 로봇과 상호작용을 하도록 하였을 때, 

로봇이 치매 환자의 행위를 자극하고 자율성 증진에 도움을 주는 잠

재성을 갖고 있으므로 경증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 보조에 도움이 된

다는 Inoue 등[29]의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실버케어로봇 프로그램은 시설 노인의 인지기능향상과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다 효율적인 

상호작용과 프로그램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고려해야할 점은 인지건

강증진을 위한 퍼즐이나 그림 짝 맞추기로 구성된 두뇌게임 콘텐츠

의 보완으로 보여진다. 노인들에게 인지기능 프로그램을 실시한 

Kim 등[2]과 치매노인에게 몬테소리 프로그램을 적용한 Cho 등[30]

의 연구에서 동일주제를 반복할 경우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력과 흥

미가 증가하였으므로 퍼즐과 짝 맞추기의 난이도를 좀 더 다양화하

여 반복적으로 학습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비록 본 연구에서 장기간에 걸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변수를 

단기간에 적용하고 측정한 제한점은 있으나 실험군의 인지기능 점수

가 대조군보다 소폭 감소하였고, 일상생활수행능력 점수 또한 증가

한 것으로 보아 향후 주당 회기수를 늘려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제

공을 한다면 동일 프로그램의 반복으로 인한 변수의 효과성 입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버케어로봇 프로그램은 인지강화나 치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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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연구 프로그램과 비교해 볼 때, 여러 가지

의 통합 콘텐츠를 제공하였으므로 단일중재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복합중재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기존의 복합중재 프로

그램들은 중재목적 달성을 위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 프로그램운영

을 위한 전문 인력이나 넓은 공간, 각종 준비물 등의 사전 준비가 필

요하였다. 반면, 본 프로그램은 이러한 복합중재를 위한 특별한 장

소나 시간, 진행을 위한 전문인 등 사전준비물의 부담 없이 실버케

어로봇을 노인병동에 상시 비치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환자상태에 대해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요양

시설 또는 병동 간호사의 주도하에 아동병동의 놀이교실과 같은 형

태로 운영이 된다면 접근성이 뛰어난 비약물적 간호중재방법 중의 

하나로서 그 활용가치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진입은 노인 돌봄 대상자 수의 급격한 증가를 의미하고 이에 따른 

실버의료서비스 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바, 예방적 차원에서 건

강한 노인 대상의 중재로 또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실험군의 대상자 중에 프로그램의 시작 전에 참여 철

회를 한 대상자가 5명인 것으로 볼 때 로봇사용에 대한 어려움이 간

접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

안 연구보조원들이 진행을 보조하였으나 일부 노인 대상자에서 로봇

에 대한 사용과 이해에 어려움이 나타났고, 대상자의 시력 또는 청

력의 문제, 컴퓨터 사용 경험 부족 등의 신체적, 문화적인 개인적 요

인들이 본 연구의 결과변수 효과에 일부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갖춘 로봇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시설노인의 인지기능, 우울,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규명을 

통해 인지기능이 저하된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되

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실버케어로봇 프로그램이 실험군

의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고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

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 대상자의 신체적 정서적 기

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통합적 접근방법으로써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갖춘 실버케어로봇 프로그램 활용을 확대하고, 시설 내에서 정기적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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