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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지기능 저하란 기억력, 언어능력, 주의력, 판단력, 시공간 

능력, 등이 감퇴된 상태를 의미한다. 인지기능 저하는 노화나 

병리적 원인으로 인해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있지만 일상생활

은 가능한 경도인지장애와 인지기능 정도가 심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치매로 정의한다[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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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으며, 경도인지장애의 유병률

은 22.69%에 달한다[2].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로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수진자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견

된다. 

이러한 치매유병률 증가는 치매관리 비용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 가족의 삶의 질 저하, 사회 ․ 경제적 부담 증가 등의 돌봄

부담과 비례한다[3]. 대부분의 노인들은 기능적 장애와 상관

없이 요양시설보다 집에 머무르기(aging in place)를 원하기 

때문에, 가족 돌봄인에게 돌봄 책임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다

[4].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

ment (OECD)의 조사에 따르면, 가족 돌봄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없는 사람보다 낮은 취업률과 저임금상태를 보이며

[5], 우울, 스트레스, 불안 증가 등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

향을 받아 ‘보이지 않는 제2의 환자’로 언급되기도 한다[6]. 치

매노인의 가족 돌봄인은 대부분 무급으로 환자를 부양하고 있

으며[7], 하루 평균 6~9시간 정도를 치매 환자를 돌보는데 시

간을 소요함으로 인해 비 돌봄인보다 1.5배 더 많은 정신질환

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이 저

하가 심할수록 가족 돌봄인이 느끼는 부양부담이 커지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9], 퇴행성 치매 질환은 일반적으로 완치가 불

가능하나, 적절한 관리로 치매 징후들의 개선이 가능하기 때

문에[10] 지속적인 치매관리가 요구되고, 이는 가족 돌봄인에

게 큰 돌봄 부담으로 작용한다[10]. 그러므로 인지기능 저하 

노인과 가족 돌봄인들이 삶의 질을 개선하고 부양부담을 감소

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최근 소셜로봇을 이용한 중재 프로그램이 인지기능 저하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 돌봄인들의 부양 부담 감소를 위한 대

안으로 제시되고 있다[11]. 소셜로봇의 본래적 쓰임새는 치매 

환자들에게 알람 등 정보통신기술 및 센서 기술을 활용한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12], 인지 자극 요법(cognitive stimulation 

therapy)[13] 등 비 약물적 중재, 가족 돌봄인과의 의사소통과 

주변 환경과의 연결[14], 삶의 질 증진[15] 등이다. 한편, 소셜

로봇을 통한 인지기능 저하 노인 돌봄은 가족 돌봄인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12,16]. 예를 들어, 식이/약물 등 반복

적인 알람을 소셜로봇이 대신해줌으로써 감정 노동을 줄여주

며[17], 가족 돌봄인의 돌봄 시간, 돌봄 작업 부담을 경감시키

고[4], 가족 돌봄인이 집 밖에서도 노인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

기 때문에 외출이 가능해지는 등 가족 돌봄인의 스트레스를 

경감해 줄 수 있다[18].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에서 소셜로봇을 통해 인지기능 저하 

노인을 돌보는 가족 돌봄인의 돌봄 부담 경감 효과를 설명하

였으나 질적연구를 통해 논의한 것에 그치고 있다. 특히, 재가 

환경에서 가족 돌봄인의 돌봄을 받는 인지기능 저하 노인들을 

대상으로 소셜로봇을 설치한 실험연구들은 인지기능 저하 노

인이 갖는 소셜로봇에 대한 태도, 수용요인, 우울감 변화에 초

점을 맞춰 연구되어 왔을 뿐[19-21], 가족 돌봄인의 돌봄 부담

에 대해서 양적 검증을 제시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

서 본 연구는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단계의 인지기능 저하 노

인을 돌보고 있는 60세 미만의 가족 돌봄인을 대상으로 인지

기능 저하 노인에게 소셜로봇을 가정에서 6주 동안 지속적으

로 사용하게 한 후 가족 돌봄인의 부양부담이 감소하는지 확

인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부양부담의 하위 문항인 개인부담

과 역할부담으로 세분화하여 변화를 살펴보았다. 

연 구 방 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K대학교 병원 신경과 외래에 

내원한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단계의 인지기능 저하 노인 환자

의 60세 미만 가족 돌봄인 52명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무작위 할당하여 모집하였다. 

인지기능 저하 노인 환자 기준으로는 1) 만 60세 이상의 성

인 남녀, 2)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CM)-5 criteria를 만족하고 임상의의 판단에 의

하여 인지기능 저하로 진단된 환자, 3) Korea-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 26점 이하이고, Clinical De-

mentia Rating Scale (CDR) 0.5-2 환자였다. 가족 돌봄인 선

정기준으로는 1) 인지기능 저하 노인의 주된 60세 미만 가족 

돌봄인, 2) 연구참여 및 의료자료의 열람에 대해 서면으로 동

의한 가족 돌봄인이다. 다만, 1) 소셜로봇의 개입이 불가한 중

증의 청력 혹은 시력 환자, 2) 인지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

타 내과적 상태, 뇌의 구조적 질환이 있는 환자의 가족 돌봄인

은 제외하였다. 무작위 할당을 위해 내원하는 인지기능 저하 

환자 중 DSM-5 criteria, K-MMSE, CDR 기록을 토대로 연구

대상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무작위 

배정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은 중재 프로그램 참여 전과 종료 후에 설문

조사에 참여하여 부양부담 문항에 응답하였으며 가정에서 6

주동안 소셜로봇을 이용하여 부양하고 있는 노인과 소셜로봇

을 이용하여 상호작용하도록 제안받았다. 모집된 연구대상자

는 인지기능 저하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 돌봄인 52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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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실험집단 36명, 통제집단 16명이 등록되었다. 6주 동안의 

소셜로봇 이용 중재 프로그램 과정에서 중도탈락이 발생하였

다. 높은 중도탈락률의 원인으로 실험집단의 경우 본 연구에

서 활용한 소셜로봇에 형태에 대한 거부감이 주된 이유로 작

용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소셜로봇은 돌봄인형 형태로서 

남성 환자들을 중심으로 소셜로봇을 설치한 이후 연구참여를 

중단하거나, 사후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실험집단 17

명, 통제집단 8명) 이에 속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 

이후 60세 미만의 가족 돌봄인을 분석 대상군으로 선정하였는

데, 이는 저연령대의 돌봄인과 비교하였을 때 고 연령대의 돌

봄인은 Digital Literacy의 격차가 있어 중재 프로그램을 위해 

활용하는 모바일 앱에 대한 활용도가 현저히 낮았기 때문이

다. 이에,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이른바 ‘老老케어’는 다른 측

면에서의 접근과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정년(고

용)과 노인일자리사업(사회보장) 기준에 따라 60세 이상의 보

호자는 제외하였다. 이에 최종 분석대상군은 실험집단 19명, 

통제집단 8명, 총 27명으로 선정하였다(Figure 1). 

2. 연구설계

본 연구는 소셜로봇을 사용하고 있는 인지기능 저하 노인

을 돌보는 60세 미만 가족 돌봄인의 부양부담, 역할부담, 개

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무작위 전후 대조군 

설계의 실험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로 진행하

였다.

1) 자료수집

효과성 검증을 위해 2020년 7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0년 9월 4일부터 2021년 2월 3

일까지 사후 조사를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실험집단의 

소셜로봇 효과성 측정을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게 같은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하여 조사하였으며, 조사 방식은 실험집

단, 통제집단 모두 자기 기입식 조사로 이루어졌다. 

2) 자료분석

본 분석에 앞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확인을 위

해 사전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Mann-Whitney U Test을 실시

하였다. 그 다음으로 Wilcoxon Signed-Rank Test을 통해 실

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부양부담, 개인부담, 역할부담 등의 변

화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자료에 대한 모든 분석은 

SPSS/WIN 26 (IBM Corp. Armonk, NY, United States)프

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다.

Figure 1. Consolidated standards for reporting trials (CONS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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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입 내용

연구참여에 동의한 보호자는 별도로 마련된 병원 공간에서 

본 연구에 대한 연구진의 설명을 들은 후 서면동의서에 서명

하고, 사전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 응답은 약 5분간 소

요되었다. 이후 통제집단에게는 리플렛 형식의 건강관리 안내

서를 제공하였으며, 해당 안내서에는 올바른 약물복용, 뇌건

강을 위한 생활수칙, 일상생활 건강관리에 대한 안내가 제시

되어 있다. 실험군에 대해서는 연구진이 가정에 방문하여 소

셜 로봇을 설치하고 사용 방법을 인지기능 노인 환자 및 보호

자에게 교육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순서대로 소셜 로봇 설치

가 진행되었으며, 6주 경과 후 연구진이 가정에 다시 방문하여 

소셜로봇을 회수하였으며, 실험군 및 대조군 보호자에게 사후 

온라인 설문지가 다시 배포되었다.

본 연구에 활용된 소셜로봇은 ㈜효돌에서 개발된 ‘효돌’이

었다. 해당 소셜로봇의 머리에는 터치센서, 양쪽 귀와 양손에

는 누름 센서, 등쪽 부위에는 진동센서, 가슴 부위에는 활동 감

지 센서 및 마이크가 부착되어 있어 노인의 활동 및 상호작용 

정보를 수집한다. 수집된 정보는 인터넷망을 통해 약 5분 주기

로 서버로 전송되고, 서버에서는 소셜 로봇이 재생할 안내문 

및 대화문 데이터를 동일 주기로 송출한다. 

활용된 소셜로봇의 기능 및 안전관리서비스는 다음의 다섯 

가지로 종합할 수 있다. (1) 말벗 기능: 노인에게 먼저 말을 거

는 말벗 기능을 수행한다. 대화문은 약 4,000여 가지가 있으며, 

대화문 가운데 임의로 선정된 대화문 데이터를 서버로부터 수

신하여 재생하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2) 행동 반응: 소셜로봇

에 내장된 센서가 어르신의 행동(머리 쓰다듬기, 등 토닥이기, 

손 잡기)이 감지되면 친근한 대화문 음성 반응을 한다(예: “할

아버지, 제 머리를 쓰담쓰담 해주시니 기분이 좋아요.”). (3) 

시니어 컨텐츠: 소셜로봇의 양쪽 귀에 달린 버튼을 통하여 가

요재생, 종교 말씀 재생, 동화 읽어주기, 체조 따라하기, 명상, 

치매 예방퀴즈 등 콘텐츠가 음성으로 재생되며, 개별 어르신

의 선호도에 따라 컨텐츠를 조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4) 알림 

설정: 약 복용, 기상, 식사, 산책 등 환자가 할 일에 대한 알람을 

가족 및 돌봄인이 모바일 앱을 통해 설정하면, 시간에 맞춰 음

성 알림이 재생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진이 인지기능 저하 

노인 및 보호자께 평소 생활 및 약 복용 시간을 여쭤본 후 알람

을 설정하였다. (5) 활동 모니터링: 소셜 로봇의 목 부위에 설

치된 적외선 활동감지센서는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며, 부모

님의 활동 여부를 가족 돌봄인이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가족 돌봄인이 설정한 시간 동안 부모님의 

활동 여부가 감지되지 않는 경우 응급상황으로 간주하고 가족 

돌봄인의 휴대전화에 메시지를 발신한다(Figure 2). 그 밖에 

소셜로봇의 전원 연결 여부를 모니터링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3일 이상 전원 연결이 되지 않은 경우 유선으로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조치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1)~(2) 말벗 기능과 행동 반응 기능은 

소셜로봇과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노인 환자의 우울감을 경감

시켜 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22]. 한편, (3) 시니어 컨텐츠 

제공, (4) 알림 설정은 소셜로봇이 말벗과 안내자 역할을 수행

하므로 가족 돌봄인의 역할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또한, (5) 활동 모니터링을 통해 가족 돌봄인의 개인부

담(돌봄으로 인해 돌봄인이 스트레스, 긴장, 사회생활의 어려

움 등을 느끼는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3.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모든 과정은 K국립대학병원 생명윤리심의위원

회(IRB No. KNUH-A-2020-04-006-006)의 승인을 받았으며 

참가자들은 연구참여에 앞서 연구자로부터 본 연구의 목적과 

진행방법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와 

Figure 2. The function of applied social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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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였다.

4.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인지기능 저하 노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 돌

봄인을 대상으로 소셜로봇 효과성 검증을 위해 부양부담, 개

인부담, 역할부담을 주요변수로 설정하였다. 

1) 단축형 자릿 부양부담 척도(Short Zarit Burden Inventory, 

S-ZBI)

단축형 자릿 부양부담 척도는 기존의 22문항으로 구성된 자

릿 부양부담평가 척도를 12문항으로 단축시킨 척도이다[23]. 

본 논문에서는 Harding 등[24]에 근거하여 부양부담을 개인

부담과 역할부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부담은 가

족 돌봄인의 입장에서 개인 생활이 없다고 느끼거나 스트레스, 

긴장, 사회생활의 어려움 등을 느끼는 개인의 부담으로 정의

된다. 설문문항은 가족 돌봄인이 노인을 돌보는데 있어 시간

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지, 노인과 함께 있을 때 스트레스

를 받거나 화가 나는지, 돌봄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생겼는지 등의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역할부담은 가

족 돌봄인이 부양하는 노인과의 관계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행

위에 대해 느끼는 부담으로 정의되며, 설문문항은 가족돌봄인

이 노인을 돌보면서 무엇을 해 줘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느끼는

지, 더 많은 것을 해줘야 한다고 느끼는지, 돌봄을 더 잘할 수도 

있었다고 느끼는지 등의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범주는 

전혀 없음(0점)~항상 있음(4점)으로 측정되며 총점은 48점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 돌봄인의 부양부담

이 높음을 의미한다. 부양부담의 신뢰도 Cronbach’s ⍺는 .90 

개인부담의 신뢰도 Cronbach’s ⍺는 .93, 역할부담의 신뢰도

는 Cronbach’s ⍺는 .77으로 나타났다.

연 구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의 

경우 여성(실험집단 78.9%, 통제집단 87.5%)이 남성(실험집단 

21.1%, 통제집단 12.5%)보다 많았으며, 인지기능 저하 노인과 

가족 돌봄인의 관계는 자신의 부모님(실험집단 78.9%, 통제집

단 75.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실험집단의 

경우 배우자의 부모님(15.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집

단은 배우자(12.5%) 및 자신의 조부모님(12.5%)으로 나타났

다. 평균 연령은 실험집단은 52.74세, 통제집단은 47.50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인지기능 저하 노인과 가족 돌봄인의 

관계, 연령에 대해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한 결과 모든 

변수에서 유의확률이 .05보다 크게 나타나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2. 가족 돌봄인의 소셜로봇 사용 효과성 검증

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전검사 동질성

가족 돌봄인을 대상으로 소셜로봇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전

에 부양부담(전체)과 역할부담, 개인부담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동질성 검증은 연구

대상자 수가 30명 미만임을 고려하여 Mann-Whitney U test

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부양부담(전체)(Z=-1.12, p=.283), 

역할부담(Z=-0.62, p=.549), 개인부담(Z=-1.12, p=.283)으

로 나타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이 가정되었다

(Table 2).

Table 1.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N=27)

Variables Categories

All
(N=27)

Experimental group
(use social robot, n=19)

Control group
(use brochures, n=8) Z p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Sex Male
Female

 5 (18.5)
22 (81.5)

 4 (21.1)
15 (78.9)

1 (12.5)
7 (87.5)

-0.51 .735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lder people with 
cognitive impairment 
and their caregivers

Spouse
Parent-in-Law
Parents
Grandparent

1 (3.7)
 3 (11.1)
21 (77.8)
2 (7.4)

-
 3 (15.8)
15 (78.9)
1 (5.3)

1 (12.5)
-

6 (75.0)
1 (12.5)

-0.40 .775

Age 51.19±7.81 52.74±5.95 47.50±10.65 -1.31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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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 돌봄인의 문항별 사전-사후 평균 비교

60세 미만 가족 돌봄인의 부양부담(전체)과 역할부담, 개인

부담에 대한 실험집단, 통제집단의 차이검증을 위해 Wilcoxon 

Signed-Rank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실험집단의 역할

부담에서 유의미한 차이(Z=-2.03, p=.042)가 나타났다. 반면 

통제집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Z=-1.84, p=.066)가 나타나

지 않았다. 즉, 소셜로봇을 활용한 프로그램에 참가한 연구대

상자의 가족 돌봄인(실험집단)은 노인에게 무엇을 해줘야 한

다고 느끼거나, 더 많은 것을 해줘야 한다고 느끼는 등의 역할

부담이 유의하게 낮아졌으나 통제집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Table 3, Figure 3).

논 의

본 연구는 가정에서 소셜로봇을 사용하고 있는 인지기능 

저하 노인의 가족 돌봄인 27명을 대상으로 소셜로봇 사용에 

따른 돌봄인의 간병부담 경감효과를 평가하고자 실시되었

다. 가족 돌봄인들은 소셜로봇을 통한 노인의 활동 실시간 감

지 및 모니터링, 응급상황 시 알람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았으

며, 소셜로봇을 사용한 실험집단과 사용하지 않는 통제집단

으로 부양부담, 역할부담, 개인부담에 미치는 효과성을 분석

하였다.

첫째, 실험집단의 부양부담이 사전 조사에 비해 사후 조사

Table 2. Baseline Homogeneity of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N=27)

Variables
Experimental group (n=19) Control group (n=8)

Z p
  M±SD   M±SD

Care burden (All)  18.73±10.09 15.12±7.45 -1.12 .283

Role strain  6.05±2.93  5.87±1.95 -0.62 .549

Personal strain 12.68±8.09  9.25±6.56 -1.12 .283

Table 3. Comparison of Mean Values between Groups at the Baseline and Post-Intervention Survey (N=27)

Variables
Experimental group (n=19) Control group (n=8)

Z1 p Z2 p
Pretest Posttest Pretest Posttest

Care burden (All) 18.7 17.78 15.12 16.12 -0.70 .485 -0.11 .914

Role strain 6.05 4.89 5.87 7.00 -2.03 .042 -1.84 .066

Personal strain 12.68 12.89 9.25 9.12 -0.29 .776 -0.68 .498

Z1=Post-test-Pre-test comparison in the experimental group; Z2=Post-test-Pre-test comparison in the control group.

Figure 3. Changes of care burden, role strain, and personal strain scores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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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p=.564)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양부담의 하위문항인 역할부담과 개

인부담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실험집단의 역할부담이 사전 

6.05점에서 사후 4.89점으로 유의하게 감소(t=-2.03, p=.042)

하였다. 즉, 노인의 인지기능과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저하된 

상태일수록 가족 돌봄인이 겪는 부양부담이 높게 나타나는 경

향이 있지만[9], 소셜로봇의 사용은 인지기능 저하 노인에게 

더 많은 것을 해줘야 한다고 느끼거나 돌보는 일을 더 잘할 수 

있었다고 느끼는 등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소셜로봇 내 알람 기능을 활용하여 가족 돌봄인들에

게 치매 환자 지원 관련 정보 및 서비스를 음성으로 알려주는 

기능이 제공된다면 가족 돌봄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

럽게 정보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노인의 인지기능 

저하 정도에 따라 가족 돌봄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및 서비

스를 파악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인지기능 저하 노인을 돌보는 가족 

돌봄인들의 소셜로봇 사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소셜

로봇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인지기능 저하 노인과 가족 돌봄인

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을 제시하였다[17]. 즉, 소셜

로봇이 제공하는 기능으로 가족이 경도인지장애나 치매를 앓

게 되었을 경우 질병에 대해 부정하거나, 죄책감, 후회, 나아가

서는 분노, 수용 등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보편적인 현상 등에 

대해 주제별로 나누어 대처 방안을 제시한다면 가족 돌봄인들

의 당혹감을 비롯한 부정적인 감정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예를 들면, 인지기능 저하 노인이 단

기 기억 저하 증상으로 인해 같은 질문을 할 때 반복적으로 대

답을 해준다거나 밤에 외출을 하려고 할 때, 무조건적으로 제

지할 것이 아니라 밤이 늦었으니 다음 날 나가자고 이야기해

보는 등이 해당된다[17]. 

둘째, 소셜로봇에 탑재된 활동 모니터링 기능은 인지기능 

저하 노인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움직임이 없을 시 가족 돌봄

인에게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기능에서 나

아가 인지기능 저하 노인이 집 밖을 나가거나, 낙상 등의 위급

상황을 감지하여 근처의 경찰서, 소방서 등에도 연락이 가도

록 하는 기능이 함께 제공된다면 인지기능 저하 노인의 배회 

및 낙상을 예방하고 위급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여 

가족 돌봄인의 부양부담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또한 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소셜로봇을 사용할 

때에도 배회 및 낙상을 모니터링하거나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의 호출 기능을 함께 탑재한다면 부양부담을 줄이고 효율적

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연구에서

는 소셜로봇을 사용하여 정서적 도움을 받음으로써 가족 돌봄

인의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음이 검증 된 연구가 존

재하였다[17]. 가족 돌봄인들은 인지기능 저하 노인을 부양하

는 과정에서 스트레스, 긴장, 분노 등의 정서적 부담에 대한 표

현과 해소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소셜로봇을 통해 

지속적으로 가족 돌봄인의 정서적 증상을 측정하고 상담, 자

조모임 등의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기능을 함께 제공한다면 가

족 돌봄인의 부양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본 연구결과는 노인의 간호교육 연구, 실무 훈련에 있

어 소셜로봇을 이용한 복약관리, 정서 지원 및 건강모니터링 

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대한 내용을 비

공식 돌봄 인력, 공식적 돌봄 인력에게 모두 교육과정을 적용

하여 소셜로봇에 대한 이해를 돕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

추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춘천시에 거

주하는 60세 미만의 가족 돌봄인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효과성 검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6주동안 소셜로봇 사용

을 완료한 인지기능 저하 노인의 보호자를 선정하였다. 이 과

정에서 연구대상자 수가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설계시 소셜로봇

의 외형이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족 돌

봄인의 우울, 스트레스, 삶의 질 등의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하

여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연령대를 확장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측정 변수에 대한 다양화 및 종단적 관점에서

의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추후 연구에서 인지기능 저하 노인

이 소셜로봇의 기능(활동패턴 감지, 약 복용 알림, 응급상황 감

지 등)을 사용한 빈도에 따라 가족 돌봄인의 부양부담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소셜로봇에 기능을 보완하고 가족 돌봄인들에

게 필요한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인지저하 노인과 60세 미

만 가족 돌봄인을 대상으로 소셜로봇을 사용하도록 하여 가족 

돌봄인의 부양부담 감소를 평가하고 부양부담의 하위척도인 

역할부담과 개인부담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소셜

로봇의 사용이 가족 돌봄인의 역할부담을 감소시켰음을 확인

하였으며, 이를 통해 가족 돌봄인의 욕구에 맞는 정보 및 서비

스의 제공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모니터링 기능을 활용

함으로써 인지기능 저하 노인의 배회, 낙상 등을 감지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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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기능 저하 노인을 돌보는 가족 돌봄인의 소셜로봇 사용 효과성 평가

급상황에 대처하고 가족 돌봄인의 정서적 증상 모니터링, 상

담, 자조모임 등의 서비스 연계를 통해 가족 돌봄인의 부양부

담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으며 돌봄 인력에게 

소셜로봇에 대한 교육과정 제공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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