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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in-depth experiences of subjective memory droppers registered 
at the Dementia Safety Center in S-si, Gyeonggi-do and older adults who participated in a robot cognitive 
improvement programs. Methods: A focus group interviewing approach was adopted for this study. Focus groups 
with a total of 9 older adults were interviewed using semi-structured interview questions from February 18 to 
February 25, 2021.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matic analysis. Results: Three main themes and 
eight sub-themes emerged. One main theme was ‘discovery of hope for reviving cognitive function’, the second 
theme was ‘difficulty concentration while learning’, and the third theme was ‘the motivating power that promotes 
learning’.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e study provide a deep understanding on the experiences of robot-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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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older adults with subjective memory loss and cognitive decline in order to show long-term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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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은 2018년 노인인구가 14.2%에 도달하여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2060년에는 전체 인구의 41%에 달할 것

으로 예상된다[1].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만성질환과 치

매 유병률의 증가로 이어져 노인의 의료수요와 사회적 비용부

담 증가로 나타났다[2]. 국내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2020년 약 

10.3%(약 83.2만명)이고,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

ment, MCI) 노인은 22.6%로 노인 5명 중 1명이 해당되며 경

도인지장애 노인의 10~15%가 1년 이내 치매로 진행되는 것

으로 보고된 바 있다[2,3]. 

경도인지장애는 정상과 치매의 중간단계로 노인의 지적 능

력과 일상생활수행능력은 유지되나, 기억력이 현저하게 저하

되고, 언어능력, 시공간 구분, 전두엽 기능 등 부분적인 인지기

능 장애를 수반하며[4], 정상인에 비해 치매에 걸릴 확률이 

10~15배나 높아 치매 발생 고위험군에 포함된다[5]. 또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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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 기억장애(Subjective Memory Impairment, SMI)도 인

지기능검사는 정상이나 기억장애 호소가 없는 사람에 비해 치

매 발행 위험이 2배 높아[6], 주관적 기억장애를 포함한 경도

인지장애 노인을 상으로 치매 발생 전 단계에서의 조기발견

과 적절한 인지기능강화 중재의 제공은 예방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경도인지장애 노인은 약물적인 치료법에서 장기적

으로 치료효과가 증명된 약물을 찾기 어려워 비약물 중재를 

선호하고 그 중요성에 한 인식이 높다[7,8]. 선행연구에서 

지역사회와 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노인주간보호센터 등에

서 노인을 상으로 인지기능강화 중재의 효과를 분석한 결

과, 인지기반중재와 신체활동중재가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인

지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11]. 또한 최근

에는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로봇을 이용하여 노인 상자와

의 상호작용을 시도한 연구로, 실버케어로봇, 재가노인돌봄 

토이로봇 등을 이용한 인지기능강화 중재는 노인의 기억력과 

주의집중력의 향상 등 전반적인 인지기능 향상과 함께 뇌피

질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생리적 지표의 변화를 보여줌으

로써 그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12-15]. 

그러나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상으로 한 인지기능강화 프

로그램 효과성을 규명하는 연구가 부분 양적연구이고, 실제 

로봇과의 상호작용을 이용하여 인지기능강화 효과를 경험한 

참여자들의 경험에 해 본질적인 양상을 관찰하고 깊이 있게 

분석한 질적연구는 미미하다. 현재 로봇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은 초기 단계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

에 참여한 참여자의 경험과 신념은 참여자에 한 풍부한 이

해와 통찰력을 제공하며, 문제를 확인하게 되고 이를 통해 치

매 교육을 진행할 간호사들에게 깊이 있는 시각을 제공할 것

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로봇을 이용한 인지기능강화 중재 프

로그램 참여자의 로봇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변화 경험을 심도 

있게 이해하여 지역사회에 절 적으로 보급이 부족한 인지기

능강화 프로그램[16,17]의 종류를 다양화하면서 동시에 경도

인지장애 노인들의 치매발생 위험을 낮추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개선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만 60세 이상의 지역사회 재가노인 중 주관적 기

억장애와 경도 인지저하로 판정된 노인을 상으로, 로봇 인지

기능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과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

하고 탐색하기 위해 초점집단면담(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이용한 질적연구이다. 

2. 연구대상

연구 상자는 경기도 S시의 로봇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지

원사업의 일환으로 ‘로봇 인지기능강화 프로그램’에 중재군

으로 참여한 참여자 45명 중 9명을 상으로 초점집단면담을 

실시하였다. 

상자 모집은 경기도 S시 거주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상으로 치매안심센터 3개소, 노인종합복지관 6개소의 홈페이

지와 관내 게시판을 통해 2주간 로봇 인지기능강화 프로그램 

참여와 효과평가 모집공고문을 게시하였다. 

구체적인 상자 선정기준은 S시 거주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1) 간이정신상태(Mini-Mental State Examination-Demen-

tia Screening, MMSE-DS) 검사 결과 ‘정상’으로 판정되었

으나 주관적 기억감퇴(Subjective Memory Complaint Ques-

tionnaire, SMCQ) 문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와 2) 간이정

신상태 검사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되어 진단검사로 신경심

리검사(The Korean version of the Consortium to Establish 

a Registry for Alzheimer’s Disease, CERAD-K)와 단축형 

노인우울검사(The Korean version of the Short Geriatric 

Depression Scale, SGDS-K)에서 전문의가 ‘정상’ 혹은 ‘경도

인지장애’로 판정한 자를 상으로 우선 선정하였다. 이 중 프

로그램에 중재군으로 참여하였으며, 일상생활의 수행 수준에 

문제가 없는 자, 거동불편이 없는 자,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연구참여를 희망한 자를 선정하고 연령과 성별을 균등하게 포

함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

한 악성종양 및 뇌졸중, 주요 정신질환 진단, 중증 치매, 말기 

심폐질환, 거동불편 등으로 연구참여 능력이 제한된 자는 제

외하였다. 

초점집단면담은 6명에서 10명이 이상적인데[18], 상자

는 인지저하자로 의사소통이 일반인보다는 다소 어려운 점, 

노인을 상으로 한 질적연구의 경우 일 일 면담의 형식보다 

소그룹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에서 더 편안감을 느낀다는 점

[19]을 근거로 그룹별 6명씩 2개의 그룹으로 총 12명의 상자

를 모집하였다. 연구진의 설명을 듣고, 참여를 희망하는 상

자에게 동의서를 받은 후 진행하였으며 면담 당일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한 3명을 제외한 총 9명의 노인을 상으로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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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Questions Used for Focus Group Interview

Categories Contents

Opening 1. Please feel free to tell me how you felt while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Introduction 2. Before you participate in the program, tell me what you were looking forward to.

3. Please tell me if you had any concerns before you participated in the program 

Transition 4. Please tell us what you liked about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5. Please Tell us about the difficulties you had while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 Tell me about negative thoughts such as unfamiliarity or fear when participating in Robot cognitive 

improvement program 
 - Tell me what you thought when you heard that you would join the program with other people.

Key 6. Please tell me if there is anything special that you remember from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 Please tell me in terms of the content of the Robot cognitive improvement program. 

7. Please Tell me about any personal changes you've made since you participated in the program.
 - Tell me specifically what changes have been made in your personal life.

8. Please let me know if you had any inconvenience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 Please let me know if you have experienced any inconvenience on your way to the program.
 - Please let me know if you experienced any inconvenience while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 Please let me know if you have any regrets after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Ending 9. Lastly, except for the parts we've talked about so far, please feel comfortable with what you want to say.

을 진행하였다. 활발한 의사소통 및 성별의 동질성을 위하여 

1그룹 4명(남2, 여2), 2그룹 5명(남3, 여2)로 나누어 각 그룹별

로 2차례 초점집단면담을 진행하였다. 

3. 로봇 인지기능강화 프로그램

상자가 참여한 로봇 인지기능강화 프로그램은 경기도 S

시가 로봇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 및 돌봄 조호인력의 업무 경감, 치매 지연 및 인지능력 향

상을 위하여 S시 거주 만 60세 이상 노인을 상으로 S시가 주

최가 되어 3개 치매안심센터와 6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

되었다. 로보케어의 ‘실벗’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

으며, 프로그램 내용은 두뇌 향상 콘텐츠를 제공하여 뇌 기능 

활성화를 유도하여 치매 지연과 예방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개

발되었다[12]. 실벗은 휴머노이드 형태의 로봇으로 친근하며, 

사용자의 의도 인식, 응시 및 감정 표현이 가능하고 자율 주행 

기술로 이동이 가능하다. 고도의 기술이 탑재된 로봇이지만 

비전문가도 활용이 가능하여 인지기능강화 프로그램 운영시 

보조교사 역할을 수행하였다. 로봇 인지기능강화 프로그램은 

기억력과 주의집중력, 시공간력 강화를 목적으로 각 콘텐츠마

다 3~4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회에 1시간, 

총 12회기 집단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상자는 로

봇의 음성 안내에 따라 로봇과 스마트패드에서 연동된 문제를 

풀고, 로봇의 동작을 따라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상자는 

주 2회씩 6주 동안 총 12회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4. 자료수집

1) 질문 개발

면담 질문은 Krueger와 Casey [20]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질문 범주인 시작, 도입, 전환, 핵심, 마무리 질문의 흐름으로 

개방형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연구문제 선정 후 인지기능강화 

프로그램 관련 문헌을 고찰한 뒤 이를 근거로 질문지 초안을 

작성하였다. 개발된 질문지는 간호학 박사학위 소지자이며 다

수의 질적연구 경험이 있는 간호학 교수 1인이 검토하여 완성

되었다. 최종 질문은 시작 질문 1개, 도입 질문 2개, 전환 질문 

2개, 핵심 질문 3개, 마무리 질문 1개로 총 9개의 질문으로 이

루어졌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1과 같다.

2) 자료수집

초점집단면담은 2021년 2월 18일과 25일에 만 60세 이상의 

남녀 참여자 총 2그룹 9명(1그룹:4명, 2그룹:5명)을 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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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별로 50~60분간 2회씩 면담이 진행되었다. 참여자가 경

기도 S시 거주 중인 노인임을 고려하여 거주 지역에서 접근이 

원활한 S구 치매안심센터 교육실에서 면담이 진행되었고, 감

염병 예방을 위해 체온측정과 손 소독, 2m 이상 거리두기와 

아크릴 가림막 설치,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였

다. 면담은 초점집단면담 연구 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교수 2인

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일관된 그룹별 면담을 진행하기 위해 

개발된 질문지에 따라 진행하였다. 연구보조원 1인은 허용적

이고, 편안한 현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음악과 음료, 다과를 준

비하였다. 

면담 진행 전 모든 참여자가 보이도록 ㄷ자 형태로 앉는 자

리를 배치하였으며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아크릴 가림막이 설

치된 2m 길이 책상에서 서로 1칸씩 떨어져 앉아 마스크를 쓰

고 진행하였다. 면담은 연구자 소개, 연구목적, 진행방법, 내

용, 면담시 참여자들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피로하거나 힘든 

경우, 언제든 쉬거나 중단할 수 있음, 연구참여에 따른 보상과 

비용, 개인정보와 비 보장 등을 설명하고 연구참여 동의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았다. 이후 참여자가 자기

소개 시간을 가진 후 질문지를 활용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모든 면담 내용은 휴 용 녹음기 3 를 이용하여 녹음하였

고, 연구자는 참여자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경청하였다. 면담

시 참여자들의 반응을 면 히 살피며 모든 참여자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였으며, 의미 있는 자료는 현장노트에 

간략하게 기록하였다. 개방형 질문을 통해 연구자의 관점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고 참여자가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정중하

게 질문하였다. 면담 중 의견이 모호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경

우에는 연구자가 이해한 의미가 맞는지 추가적으로 질문하여 

내용을 명확하게 하였다. 면담은 더 이상 새로운 개념이 도출

되지 않는 포화 상태에 이를 때까지 진행되었다. 녹음된 면담

내용은 면담 직후 연구자에 의해 디브리핑이 진행되었으며, 

연구보조원 1인이 필사하고, 필사내용은 면담을 진행한 연구

자 2인이 재검토하였다. 분량은 초점집단 면담의 녹음 내용 필

사본과 면담 중 연구자가 작성한 현장 노트, 디브리핑 노트 및 

분석 노트 등 모두 A4 용지 약 80페이지 분량이었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

인(IRB P01-202012-11-001)을 받았다. 참가자들은 연구참여 

전에 연구에 한 목적과 진행 방법, 현장 녹취에 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

장하고 연구참여 동의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후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연구자만

이 접근 가능한 잠금장치가 있는 서랍에 보관하며 개인정보보

호법에 따라 관리하였다. 상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연구참여

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면담 종료 후 2만원 상당의 

감염예방패키지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6. 자료분석

초점집단면담 내용에 자료분석은 연구 현상에 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많은 양의 자료를 연구목적에 따라 효율적으

로 분류하고, 유사한 의미로 범주를 형성한다[20]. 현장노트

와 초점집단면담으로 수집된 질적 자료는 주제 분석법[2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녹음된 내용을 주의 깊게 듣고 필사하

였고, 연구 질문을 축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필사된 

내용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읽으며 상황을 이해하고, 자료와 

친 해지고자 하였다. 자료에서 유사성을 지닌 의미 있는 단

어와 문장, 단락을 바탕으로 진술문을 분류하고, 상호 연관 관

계가 있는 분석 단위를 합성하여 코드(code)를 생성하였다. 

생성된 코드들 중 관련 있는 코드들을 합성하여 하위 범주

(category)를 생성하고, 하위 범주를 묶어 최종 주제(theme)

를 도출하였다. 

자료분석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자들이 

독립적으로 자료를 분석한 후 여러 차례 분석 모임을 진행하

였고 재분류를 통해 분석의 결과에 해 동의할 때까지 분석

을 반복하며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쳤다. 분석의 민감성을 높

이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비교 분석하

였다. 

7. 연구의 질 확보

연구자들은 간호학과 교수 2인으로 질적연구 관련 학습과 

연구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에서 10년 이상 재가노인을 상

으로 한 연구 경험이 있다. Sandelowski [22]가 제시한 신뢰

성, 적합성, 감사가능성, 확인가능성을 근거로 연구를 진행하

였다. 연구결과에 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자들이 편

안하게 생각을 표현하도록 소음이 없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

고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였다. 연구자가 각자 내용을 

분석하고 연구자간에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쳤다. 적합성 확

보를 위해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의미를 추출하고 

충분한 자료가 나올 때까지 면담을 진행하였다. 질적연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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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mes Emerging in this Study

Theme Sub-theme

Discovery of hope for reviving cognitive function ․ Awakening a disturbed memory
․ Interaction with a robot that feels novel and new
․ Recovery of memory recognized by surrounding people 

Difficulty of concentration while learning ․ Unexpected interaction with robots
․ Frequent malfunctions of robots breaking the flow

The motiveating power that promotes learning ․ Waiting and thankful time to communicate with the world
․ A time to focus on me and discover me
․ Their own efforts to improve their memory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9)

Characteristics Catgories
n (%) or 
M±SD

Gender Male
Female

5 (55.6)
4 (44.4)

Age (year) 76.73±5.50

Dementia 
screening test

Subjective memory loss
Mild cognitive impairment

3 (33.3)
6 (66.7)

Education (year) 10.23±4.82

Family Alone
With spouse
Son/daughter
Spouse, son/daughter

4 (44.4)
3 (33.3)
1 (11.1)
1 (11.1)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Normal
Bad

4 (44.4)
1 (11.1)
4 (44.4)

Chronic diseases Herniated disk
BPH
Asthma

2 (22.2)
1 (11.1)
1 (11.1)

BPH=Benign prostatic hypertrophy.

험이 풍부한 간호학 교수와 분석 전 과정에서 연구자간 협의

(peer debriefing)를 수행하여 검토를 받았다. 감사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자료수집단계와 분석과정을 포함하여 모든 연구 

절차를 기록하였고 상자의 말을 그 로 필사하고 인용하여 

독자가 연구자의 해석이나 분석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확인가능성은 신뢰성, 적합성, 감사가능성이 확

립되었을 때 중립적이라는 것이 확인될 수 있는 기준에 해당

되며, 연구자는 중립적인 입장을 갖도록 노력하였는데 선이

해, 가정, 편견 등을 현장기록(field note)으로 작성하고 코딩

과정에서 메모하여 참여자 자료와 상호 비교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 구 결 과

1. 연구참여자의 특성

연구참여자는 총 9명으로 남자 5명, 여자 4명이었다. 평균 

연령은 76.73세였으며, 교육연수는 평균 10.23년이었다. 참여

자는 치매선별검사 결과, 경도인지장애 6명, 주관적 기억장애 

3명이었다. 동거가족은 혼자인 경우 4명, 배우자와 동거 3명, 

자녀와 동거 1명, 배우자 및 자녀와 동거 1명이었다. 주관적 건

강양호감은 좋음 4명, 보통 1명, 나쁨 4명이었다. 현재 앓고 있

는 만성질환은 허리디스크 2명, 전립선 질환 1명, 천식 1명으

로 나타났다(Table 2).

2. 분석 결과

로봇을 활용한 인지기능강화 프로그램 참여 경험은 3개의 

주제와 8개의 하위 주제로 분석되었다. 3개의 주제는 ‘인지기

능이 되살아나는 희망의 발견’, ‘집중을 방해하는 어려움’, 

‘배움을 촉진하는 원동력’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Table 3). 

주제 1. 인지기능이 되살아나는 희망의 발견 

참여자들은 인지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두근두근 뇌운동’ 

같은 인지기능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으나 로봇

을 활용한 인지기능강화 프로그램에는 처음으로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은 고령의 노인으로 젊은 층에 비해 상 적으로 스마

트 기기나 로봇 이용을 어려워하며 어떤 방식으로 교육이 이

루어지는지 예측하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로봇 

인지기능강화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며 신기하고 새로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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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새

로운 문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함을 느꼈다. 참여자들

은 이전의 인지기능강화 프로그램과는 다른 방식의 다양한 프

로그램을 통해 기억력이 향상됨을 느꼈고, 새로운 것을 배우

는 것에 해 의지를 나타냈다. 금액을 맞추거나 단어회상하

기,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를 선택하여 로봇 팔의 움직임에 맞

춰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등 20가지의 다양한 콘텐츠를 

경험하였고, 다수의 참여자들은 게임을 즐기듯 교육 참여를 

즐거워하였다. 이에 ‘흐트러진 기억력을 일깨움’, ‘신기하고 

새롭게 느껴지는 로봇과의 상호작용’, ‘주변에서도 인정하는 

기억력의 회복’이라는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다. 

하위주제 1-1. 흐트러진 기억력을 일깨움

로봇 인지강화 프로그램은 뇌기능을 자극하고 전두엽, 두

정엽, 측두엽을 분류한 콘텐츠를 통해 기존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흥미진진한 콘텐츠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은 

학습 난이도 설정을 통해 본인의 인지수준에 맞추어 교육을 

받음으로써 너무 어렵거나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교육에 참여

하였다. 인지기능강화 프로그램으로 뇌를 활성화시켜 희미해

져가는 기억력을 되살렸으며,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

함으로써 성취감과 만족감을 얻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좀 흥미진진했어요. 생각 안 났던 것

이 깨우치게 되고 나이 먹다보니까 점점 기억력 같은 것

이 흐트러져가지고요. 정리가 잘 안되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해보니까 일깨워져가지고 한마디로 재미가 있었어

요.( 상자 2)

첫째로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노인네들 끌어내서 

지금 아이큐 부족한 채워주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상자 4)

하위주제 1-2. 신기하고 새롭게 느껴지는 로봇과의 상호작용 

쉽게 접하기 어려운 로봇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에 해 높은 관심을 보였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매우 

재미있어하고 신기해하였다. 로봇의 얼굴 부분은 다양한 표정

과 색깔 변화로 참여자들의 흥미를 유발하였으며, 인사나 격

려, 칭찬 같은 화를 통해 참여자와의 상호작용을 이끌었다. 

만나서 화하는 게 좋았고, 교육 속에 재미있는 게 많

이 나왔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게 자꾸 튀어나와서 즐겁

고 좋은 거예요. 동전잡기, 그리고 저 숫자찾기, 숨은그림

찾기, 같은 숫자 찾기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열 몇 가지 

그 프로그램 나올 때마다 새롭고 진짜 재미있었어요.(

상자 4)

나이 먹은 사람들이 로봇이라는 걸 접하기 쉽지가 않잖

아요. 더군다나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 새로운 것

을 접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거기에서 교육을 하는 

게 새롭고 신기하니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상자 5)

하위주제 1-3. 주변에서도 인정하는 기억력의 회복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타인으로부터 기억력이 좋아졌음을 

인정받게 되었고, 이는 교육에 한 몰입과 의지, 자존감의 증

가로 이어져 기억력 회복의 효과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런 건 별로 없었는데(이전에 머리를) 다쳤으니까. 아

마 그럴거다. 그런 게 있죠. 그런데 많이 좋아졌어요. 다른 

사람들과도 만나서 얘기해보면 어 교육받더니 좋아졌다 

훨씬 좋아졌다고 해요.( 상자 1) 

실벗 게임에서 다른 게임도 처음에 단어 색깔만 계속 틀

려서 힘들었는데 마지막에 마지막 수업에는 혼자서도 설

명 없이도 막 해서 선생님들이 칭찬해 줬어요.( 상자 2)

저는 숙제로 시험지를 주면 집에 가져가서 집사람한테 

앉아서 이거 좀 해보라고 시키고 그게 또 집사람이 풀고 

또 모르면 이렇게 하는거다 저렇게 하는 거 다 재밌더라

고요(웃음). 집사람은 외부에 잘 안다니니까요 필요한 모

임이 있으면 그런데나 가지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필요 

없는 외출은 안 해요. 저는 이제 와서 교육 받고 그런 거 

아니까 시험지 있으면 같이 가서 풀어보라고 하고. 좋아

요 집사람도 저보고 더(기억력) 좋아진 거 같다고 집에만 

있지 말고 가서 배우라고 해요.( 상자 8)

주제 2. 집중을 방해하는 어려움

참여자들은 인지저하로 기억력 뿐 아니라 주의력, 언어 능

력, 판단력의 저하로 사고나 행동이 느려져있는 상태이다. 그

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 시 자세한 설명이나 문제 해결에 

한 도움이 필요해서 로봇의 상호작용 증 가 요구되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 도중 로봇의 오작동으로 인해 프로그램 

진행이 잠시 중단되는 것을 경험하였고, 집단 교육에서 개개

인이 문제에 처하기 어려워 프로그램의 흐름을 끊는 요인으

로 작용하였다. 이에 ‘기 와 다른 로봇과의 상호작용’, ‘흐름

을 끊는 로봇의 잦은 오작동’이라는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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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주제 2-1. 기대와 다른 로봇과의 상호작용

참여자들은 로봇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로봇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기 하였지만 단순한 인사와 격려, 간단한 화만 

가능한 로봇과의 의사소통에 답답함을 느꼈으며, 더 체계적인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로봇이 나와서 얘기해주니까 신기하고 재미는 있었는

데 내가 질문하는 것을 로봇이 답을 해 줘야 될 거 아니

에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화가 우리하고는. 그런 게 

조금 불편했어요. 이전에는 그때그때 질문 할 수 있으니

까 상관이 없는데.( 상자 3)

하위주제 2-2. 흐름을 끊는 로봇의 잦은 오작동

참여자는 프로그램 진행 도중 로봇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호소하였으며 로봇을 재부팅하는 동안 프로그램이 

중단되었지만 인지저하로 인하여 돌발 상황에 빠르게 처하

기 어려워 재운영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하다가 가끔 고장이 나더라구요. 가끔씩 아파서 딴청

을 하고 움직이지 않고 아직 기술 발전이 아직 덜 됐는지. 

옛날 전자제품은 말 안 들으면 머리 한번 탁 치면 다시 되

는데 그럴 수 없는 거고. 매일 마다 잠깐씩 말을 안 들어

요. 그래서 이제 사회보는 분이 난감하고 말로 하려니까 

삼위일체가 되어야 하는데 끊어지니까.( 상자 2)

로봇이 신기해서 가까운데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급발

진하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당황스러웠지. 그 다음부터

는 조금 떨어져 앉으려고 했어요.( 상자 7)

주제 3. 배움을 촉진하는 원동력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참여를 계기로 일차적으로는 인지기

능 향상의 효과를 경험했고, 생활 속에서 스스로 기억력을 살

리기 위한 행동이 강화되었다. 또한 교육을 받은 후 집에서 교

육 내용을 다시 복습하고, 부여된 과제를 학습하는 모습을 보

였다. 이와 더불어 프로그램에 계속적인 참여로 나타난 이차

적인 효과는 사회적 소속감의 향상과 자아의 발견이었다. 참

여자들은 고령자이며 인지 저하로 인해 사회생활의 단절을 경

험하였으며, 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부가적으로 외출로 인한 즐거움을 경험

하였고, 자신들이 갈 곳이 있다는 것에 사회적 소속감을 경험

하였다. 로봇과의 화, 강사와의 화를 통해 즐거움을 느꼈

고, 함께 교육을 받는 타인과 새롭게 만나고 교류하는 시간이 

행복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가족을 우선시하며 살다보니 잊

고 살았던 자신을 발견하고,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기다려지는, 세상과 소통하는 고마운 시간’,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고 나를 발견하게 하는 시간’, ‘기억력을 살리기 위한 스

스로의 노력’이라는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다. 

하위주제 3-1. 기다려지는, 세상과 소통하는 고마운 시간

참여자들은 집 밖으로 외출하여 사람들을 만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매우 즐겁게 생각하면서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도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교육 참여를 

통해 주위 세상과 연결되는 시간을 가졌으며, 6주간 진행되었

던 프로그램이 종료됨을 아쉬워하였고, 이러한 기회를 더 갖

기를 원하였다.

집에서도 혼자 있는 것보다 나오는 것만으로 나는 즐

거워. 나오는 것만으로 난 진짜 즐겁게 생각해. 여기 오면 

항상 좋은 얘기만 하시니까 사람 만남이 즐거운 거야.(

상자 3)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집에서 하루 종일 혼자 있어요. 일

주일에 두 번 나오는 게 외출이고 재밌더라고요. 같이 인

사도 하고 말도 나누고 좋더라고요. 제가 좀 내성적이라 

선뜻 못 나서는데 여기서 인사하고 이러니까 좋더라고요.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못해도 세 번 한번은 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집에서 하루 종일 있으니까. 날씨가 

따뜻하고 이러면 나가는데 기껏 나간다는 게 여기 공원에 

가서 운동 한번 하고 그게 끝이거든요. 공부를 좀 더했으

면 좋겠고 너무 집에만 있으니까.( 상자 9)

하위주제 3-2.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고 나를 발견하게 하는 시간 

참여자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강점을 찾고 새로운 것

을 해보려는 의지가 생겼다. 프로그램을 통해 본인이 잘하는 영

역과 어려워하는 영역을 파악하게 되었으며, 잘 안 되는 부분

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분을 반복 학습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을 배우는 성취감을 통해 자신감이 생기고 

참여에 한 동기 부여가 되었으며, 프로그램 참여 시간이 인

생에서 오롯이 자신을 위해 보낸 시간임에 감사함을 느꼈다. 

저는 그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없는 그림 찾기가 있잖

아요. 그게 제일 까다로운 거 같아요. 뭐 색깔 이런 거는 

빨강에 파랑 이런 건 다 잘해 그런 건 잘하는데 동전 줍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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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잘 못해. 보니까 내가 잘하는 게 있더라고 해보니까. 

그러니까 색깔 그리고 블록 쌓기 맞추는 것 그런 건 잘하

는데 동전은 나한테 그런 게 없나 봐 동전 잘 못하고 없는 

그림 찾는 거 그게 좀 까다롭고 그러니까 그걸 자꾸 해봐

야 되겠어.( 상자 1)

제가 애들 데리고 사는 동안 그동안 힘든 일도 많았었

는데 나를 위해서 살았다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래서 선생님한테 제가 올해는 나를 위해서 사는 해에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너무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게 감사했고.( 상자 5) 

하위주제 3-3. 기억력을 살리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

참여자들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정신을 더 집중

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나를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을 가지

게 되었고,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낱말 맞추기 등 기억력 유지

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순간적으로 빨리 빨리 분간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

걸 분명 검은 건데 빨강이라 써있으니까 빨강을 눌러야 

하는데 그걸 찾는다는 게 정신을 집중해야 되겠더라고 그

래서 그게 정신 생각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애들 또 그

림 짝 맞추는 거 그거 뭐라고 하지 그것도 그렇고 하여튼 

머리를 쓸 수 있는 거 하고.( 상자 2)

그 전에는 집에서 티비만 멍청하게 봤는데. 로봇도 해

보고 기계도 써보니까 집에 가서 애들(자녀들)한테 물어

가지고 낱말 맞추는 것 퍼즐 같은 그런 것 해달라 그러고. 

고스톱이 좋다니까 고스톱도 치고 자꾸 신경이 쓰이죠.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머리를 많이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상자 9)

논 의

본 연구는 경기도 S시 치매안심센터의 로봇 인지기능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지저하 노인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

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의료 분야에서 로봇을 사용하는 서비

스는 빠르고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편리성이 증가하고 사

용자 친화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로봇 기술이 접목된 의료 서

비스를 받은 노인 상자의 경험과 요구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로봇 기술과 간호의 통합에 한 발전된 시각을 통해 프로그

램 도입의 의미와 효과,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첫 번째 도출된 인지기능이 되살아나는 희망의 

발견이라는 주제는 상자들이 인지저하 상황에서도 기억력이 

조금씩 회복됨을 보여주었다. 선행연구에서 로봇을 이용한 인

지기능강화 프로그램이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전체 지능, 작업 

기억, 기억기능의 개선에 효과를 나타냈으며[13,14] 로봇 사용 

중재군이 조군에 비해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검사 결과에서 뇌 피질이 덜 얇아진 것으로 

나타나 주관적 인지기능 개선 뿐 아니라 생리적 지표에서도 

그 효과를 보여주었다[12].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인지기능

이 저하되기 시작하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비관하고 수동적으

로 처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프로그램

에 참여하여 기억력 개선을 경험하였고, 주변 사람에 의해서

도 변화에 한 지지를 받으며 성취감을 얻는 긍정적인 경험

을 하였다. 이는 경도인지장애가 시작되는 노인들에게 인지 

저하 상황에서 어떻게 처해 나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좋은 

역할 모델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프로그램 운영에 이용된 로

봇은 상자에게 인사하기, 칭찬하기, 공감하기뿐 아니라 다

양한 표정으로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하며 친근감을 

보여주었다. 상자들은 직접 로봇을 터치하고 패드를 활용함

으로써 낯설고 어렵게만 생각되었던 기계들을 직접 경험하였

고, 횟수가 거듭될수록 친근감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 자녀 세

와 소통할 수 있는 소재들이 다양해지고 화가 편안해졌

다. 선행연구에서 노인들의 정보기술에 한 이용만족도가 높

을수록 우울 수준이 낮아지고, 로봇에 한 태도가 긍정적으

로 변했다는 측면[14,23]에서 참여자들의 로봇과 태블릿 등 정

보기술을 활용한 인지기능강화 프로그램 참여는 세  간 정보

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소통과 참여, 교류의 확 , 자신감 증가 

등으로 이어져 노인의 삶의 질을 증가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도출된 집중을 방해하는 어려움이라는 주제에서 

로봇의 작동 오류나 상호작용의 제한점, 짧은 참여 기간에 

해서는 아쉬운 점으로 나타나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

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들은 핵심적인 내용만을 간단하고 익

숙한 방식으로 제공되는 것을 선호하고[24] 새로운 정보를 학

습한 후 의식적으로 꺼내어 재생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며[25], 시각, 청각, 촉각의 손상, 기억력 저하, 

작은 글씨에 한 독해의 어려움 등 기능적 제한이 있으므로

[26] 노인의 특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콘텐츠 보완이 필

요할 것이다. 

세 번째 도출된 배움을 촉진하는 원동력이라는 주제는 

상자들이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인지기능 향상과 더불어 사

회적 소속감과 자아발견이라는 촉진 요인을 경험함으로써 끊

임없이 배움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자들은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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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세의 고령자로 면담 당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으로 사회활

동의 참여 기회가 거의 없었으며, 오랜 사회생활의 축소로 사

회적 소속감을 느끼기 어려워 우울감을 경험하였다. 노인 우

울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소속감, 사회활동 참여, 

삶의 질이 있으며 특히 사회적 상호작용과 인 관계가 노인

의 신체적, 정신적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우울감을 감

소시킨다는 선행연구의 결과[27,28]는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인지기능강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속감과 심리적 즐거움을 

경험하였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결과와 맥락이 유사하였다. 참

여자가 경험한 세상과의 소통 및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 느끼

는 행복감은 인지기능강화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측면을 설명

해준다.

배움의 의미에 해 독거 여성노인들을 상으로 한 현상

학적 연구에서는 배움에 한 끝없는 열정으로 새로운 지식을 

얻음으로써 자아존중감을 회복하고, 배움을 통해 사람답게 살

고 싶어 하며 치매에 걸리지 않고 살다가는 것을 중시한다고 

나타나[29] 기억력 저하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스스로 기억력을 붙잡기 위해 노력하며 이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발견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이상의 연구에서 노인의 로봇 인지기능강화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통해 인지저하 상태에서 기억력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

을 경험함과 동시에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경험하였

고, 이를 바탕으로 생활 속에서 기억력 회복을 위해 스스로 노

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오랜만에 배움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사회적 

소속감과 그로 인해 행복감을 느꼈고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 경험은 참여자들의 계속적인 프로그램 

참여 의지로 이어짐을 보여주었으며, 인지저하 노인에게 로봇

을 이용한 인지기능강화 프로그램이 인지기능 향상에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향후 상자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확  운영될 경우, 지역사회 재가노인의 

치매이환율의 속도를 늦추고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치매 환자 

돌봄 정책 수행에 있어 실질적인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S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주관적 

기억장애와 경도인지장애 노인 중 프로그램 참여자 중 9명의 

노인만을 상으로 초점집단면담을 실시하고 결과를 도출하

여 연구결과를 확  해석함에 있어 제한이 있다. 이러한 제한

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로봇을 이용한 인지기능강화 프로

그램에 참여한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상으로 이들의 프로그

램 참여 경험을 분석하여 인지기능 변화와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해 제고에 기여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경기도 S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주관적 기억

장애와 경도인지장애 노인 중 로봇 인지기능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인지기능강화 프로그램이 상자가 체감할 수 있는 장

기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주관적 기억장애와 경도인지장

애 노인의 요구를 촘촘하게 반영한 프로그램을 확 하고 운영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집단으로 실시되는 인지기능강화 

프로그램을 개별교육과 다양한 난이도를 지닌 내용으로 개발

하고, 이에 한 적용과 평가가 면 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마

지막으로, 치매안심센터뿐 아니라 노인복지관 등 시설에 배치

된 전문 인력을 상으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로봇 기반

의 프로그램을 교육하고, 상자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향

후 연구에서 참여자 수를 충분히 확보하여 인지기능변화와 생

리적 지표변화를 관찰하는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병행한 다

학제적 혼합연구방법 등을 이용하여 인지기능변화 경험에 

한 다차원적인 효과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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