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간호학회지 제21권 제1호, 2019년 4월
J Korean Gerontol Nurs Vol. 21 No. 1, 22-32

pISSN 2384-1877 | eISSN 2383-8086
https://doi.org/10.17079/jkgn.2019.21.1.22

노인요양시설 간호사의 케어 로봇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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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long-term care facility nurses’ perceptions on the use of care robot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106 nurses in seventeen long-term care facilities. The perception of care robots 
was measured using questionnaires on the availability and efficiency for major nursing care tasks. Data were ana-
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d ANOVA with SPSS/WIN 24.0. Results: Among the participants, 46.2% 
said they needed an introduction on care robots, 59.4% had heard about care robots, and 11.3% had educational 
experience with care robots. The perception of care robots by the participants was 3.32±0.60 for the view of avail-
ability and 3.32±0.61 for the view of efficiency. Measurement and monitoring areas were found to be high in terms 
of both availability and efficiency. The perception of care robots according to experiences with care robots (t=2.66, 
p=.009)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Conclusion: Nurse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reported that 
care robots are needed and that care robots are available and efficient in nursing care.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opinions of nurses in the development of care robots, and to support the nurses' experience with care robots 
and the facilities and devices for care rob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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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 수준 향상, 의료기술의 발달로 지

속적으로 수명이 연장되었고,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8년 

14.3%로 빠르게 증가하여 2025년 20%, 2037년 30%, 2058년 

4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 이러한 급속한 고령

화로 인해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 환자의 수가 급증하고,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정부에서는 

2008년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시행하였다[2]. 이에 따라 노인

과 그 가족들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입소요구도가 높아지고 

노인요양시설의 수도 2017년 현재 3,289개로 해마다 증가하

고 있다[3].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은 대부분 신체적 ․ 인지적 

기능 저하와 함께 뇌졸중, 고혈압, 관절염, 치매 등 지속적으로 

관리가 요구되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어 혼자서는 일상생활

이 어렵다[4].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이러한 노인의 저하된 신

체 및 인지기능의 회복과 유지에 초점을 맞추어 간호를 제공

하여 노인이 최대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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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5]. 따라서 간호제공자는 일상생활수행에서 전적인 도

움보다는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언어적 ․ 비언어적 단서를 

제공하여 노인의 점차 약화되는 신체적 ․ 인지적 기능을 강화

시키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5]. 

노인요양시설 간호사는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상황에서 입

소 노인과 가장 가까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

의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입소 노인이나 가족의 다양한 

간호요구,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인해 과중한 업무와 심리적 

부담을 겪고 있다[6].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직무 만족이 다른 종사자보다 낮게 나타났는데[7,8], 병원간호

사와 비교했을 때도 노인요양시설 간호사의 직무만족도는 낮

은 수준이다[9]. 노인요양시설 간호사의 직무만족도는 간호사 

자신뿐만 아니라 간호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으므로[10] 간호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산

업혁명을 4단계로 구분하여, 제4차 산업혁명을 제3차 산업혁

명을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디

지털 기술이 바이오산업, 물리학 등의 경계를 허무는 융합의 

기술이라 정의하였다[11]. 이와 관련하여 최근 로봇기술이 의

료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수술뿐만 아니라 진단, 치료, 재

활, 간호 영역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다[12]. 

특히 노인 케어 영역에서 두드러지게 사용되고 있는데, 케

어 로봇은 노인들이 가정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도록 도움을 

주고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 인력을 보조하고 있다[13]. 또한 

인지기능이 저하된 노인을 대상으로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갖

춘 로봇 프로그램을 적용했을 때, 인지기능의 저하를 늦추고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고[14], AIBO 

(a dog-like robot), Paro (a fluffy seal robot)와 같은 애완용 

로봇은 노인의 우울감과 외로움, 기분, 스트레스 개선에 효과

가 있고 사회적인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한다[15]. 또한, 케어 

로봇이 양치를 돕거나 일상생활수행 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간

호 보조를 제공하기도 하고, 간호사가 준비한 약물을 해당 환

자에게 전달하는 등의 약물 준비 및 관리 같은 보조를 통해 간

호사가 환자의 직접 간호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데 도움

이 된다[16].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요양시설 간호사의 업무

에서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 케어 로봇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

으며, 다양한 차원에서 케어 로봇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으

며, 케어 로봇의 실용화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케어 

로봇을 활용할 간호사가 판단하기에 어떤 분야나 업무에서 케

어 로봇이 활용 가능하고 효율적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나 이에 관한 조사연구는 매우 드물다. 또한 케어 로봇

의 도입에 앞서 케어 로봇에 대한 활용 가능성 및 효율성 인식

을 조사하여 케어 로봇 개발 및 활용 시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

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

로 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의 케어 로봇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에서 케어 로봇이 간호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는[12] 보고가 있으나 노인요양시설에서 적용 가능

한 요양대상자나 간호사를 지원하는 케어 로봇에 대한 인식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 간

호사의 케어 로봇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간호사 업무의 효

율성과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한 케어 로봇의 활용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

으로 케어 로봇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

적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케어 로봇에 대한 경험을 파악한다. 

 대상자의 케어 로봇 도입에 대한 태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케어 로봇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직무 관련 특성에 따른 케어 로

봇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다.

 대상자의 케어 로봇에 대한 경험에 따른 케어 로봇에 대

한 인식을 파악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케어 로봇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로, 

연구참여에 동의한 노인요양시설에서 편의표본추출 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산 

분석 검정 기준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효과 크기는 보통 수

준인 .30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최소로 필요한 표본 수는 총 92

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누락 ․ 중도 포기 등의 탈락률을 약 



24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홍은민·신수진

20%로 고려하여 총 110부를 배부하였고, 최종적으로 회수된 

108부(회수율 98.1%) 중에서 누락 ․ 중도 포기 2부를 제외하고 

10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

거하여 시설 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이다. 간호사의 임상 현장에 대한 적응

이 최소 6개월이라는 선행연구결과[17]에 따라 연구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무한 간호사로 선정하였다. 또한 질문지의 내용

을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본 연구

의 목적을 이해하고 설문에 참여하기를 자의로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및 직무 관련 특성

성별, 나이, 교육 정도, 임상경력, 현 직위, 근무형태를 포함

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직무 관련 특성은 총 7문항으로 

조사하였다.

2) 케어 로봇에 대한 경험

케어 로봇에 대한 경험은 케어 로봇에 대한 정보 경험, 교육 

경험 및 현황(교육 여부 및 경로), 활용 분야별 경험을 조사하

였다. 케어 로봇의 활용 분야별 경험은 Lee 등[18]의 연구에서 

분류된 케어 로봇 역할을 참고하여 문항을 구성하였고(이동 

지원, 정서적 지지, 배설 지원, 행동 감독 및 감시, 목욕 지원, 

기능회복을 위한 훈련, 이송 로봇), 이해를 돕기 위해 각각의 

사진과 설명을 첨부하였다. 케어 로봇에 대한 경험에 대한 문

항은 간호학 교수 1인과 노인요양시설 운영 경력 10년 이상의 

노인요양시설 시설장 4인에게 자문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반

영하여 수정 ․ 보완하였다.

3) 케어 로봇 도입에 대한 태도

케어 로봇 도입에 대한 태도는 케어 로봇의 도입에 대해 긍

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케어 로봇 도입에 부정적이라면 이유는 

무엇인지, 케어 로봇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때 필요한 지원에 

대해 조사하였다. 케어 로봇의 도입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

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매우 필요하다’에서 ‘전혀 필요하지 

않다’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4) 케어 로봇에 대한 인식

케어 로봇에 대한 인식은 케어 로봇의 활용 가능성 및 효율

성 측면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간호 업무는 Lee 등[12]의 연

구에서 분류된 주요 간호 업무를 노인요양시설에 맞게 단어를 

수정하여 10개 영역(안전관리, 측정/모니터링, 영양 지원, 배

설 지원, 위생관리 지원, 이동/활동, 상담/교육, 의사소통, 환

자 및 의무기록 관리, 기타 업무), 27개의 간호 보조 업무로 수

정하였다. 응답은 각각 간호 보조 업무에 대해 활용 가능성과 

효율성 측면으로 나누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

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각 점수의 평균으로 

평가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케어 로봇에 대한 활용 가능성

과 효율성 측면 인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활

용 가능성에 대한 Cronbach’s ⍺값은 .944, 효율성에 대한 

Cronbach’s ⍺값은 .946이었다. 

케어 로봇에 대한 인식 도구는 간호학 교수 1인, 노인요양

시설 운영 경력 10년 이상의 노인요양시설 시설장 4인에게 

각 항목이 노인요양시설 간호사를 대상으로 케어 로봇에 대

한 인식을 사정하기 위해 적절한 내용인지, 누락되는 내용은 

없는지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의뢰하였다. 내용타당도 지수

(Content Validity Index, CVI)는 Likert 4점 척도로 ‘전혀 타

당하지 않다’ 1점, ‘타당하지 않다’ 2점, ‘타당하다’ 3점, ‘매우 

타당하다’ 4점 중 ‘타당하다’와 ‘매우 타당하다’를 선택한 전문

가의 수를 전체 전문가 수로 나누어 비율을 계산하였다. 31문

항 모두 CVI가 0.8 이상이었으며, 전문가들의 수정의견을 반

영하여 주요 간호 업무 용어에 대하여 수정 ․ 보완 후 최종적으

로 문항을 채택하였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였

다. 연구자가 노인요양시설 관리자에게 전화 및 방문, 이메일

을 통하여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고, 연구참여에 동

의한 총 17개의 노인요양시설 관리자를 통하여 대상자를 모집

하였다. 이후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

명하고 허락을 받은 후에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았고, 설문지

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약 10분 정도 소요되었다. 설문에 대

한 답례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

지를 제외한 설문지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4.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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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and Job-related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0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Female

1
105

(0.9)
(99.1)

Age (year) ≤39
40~49
50~59
≥60

18
35
44
9

(17.0)
(33.0)
(41.5)
(8.5)

Educational status Colle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53
44
9

(50.0)
(41.5)
(8.5)

Total clinical 
experience (year)

≤5
6~10
11~20
≥21

7
24
51
24

(6.6)
(22.6)
(48.2)
(22.6)

Clinical experience 
in LTC (year)

≤5
6~10
11~20

68
25
13

(64.1)
(23.6)
(12.3)

Position in LTC General nurse
Manager
Director

60
41
5

(56.6)
(38.7)
(4.7)

Shift type Two or three shifts
No-shifts

18
88

(17.0)
(83.0)

LTC=Long-term care facilities.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직무 관련 특성, 케어 로봇에 대

한 경험 및 도입에 대한 태도는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

편차 등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직무 관련 특성에 따른 케어 로

봇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고, 사

후 검정을 위해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케어 로봇에 대한 경험에 따른 케어 로봇에 대

한 인식의 차이는 t-test로 분석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모든 자료수집은 E 대학에서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

를 거쳐 승인(No. 2018-0021)을 받은 후에 시행되었다. 연구

자가 연구참여에 동의한 노인요양시설 관리자를 통하여 모집

된 연구대상자에게 자료수집하기 전에 연구의 목적, 내용, 자

료의 익명성, 비밀 유지 등을 설명하였다. 또한 자료의 익명성

과 비밀 보장에 대한 내용과 함께 도중에 연구참여를 원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위

의 내용이 담긴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설문지에 응하게 하여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였다.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직무 관련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직무 관련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 99.1%, 남성 0.9%였으며, 나이는 29세

에서 66세까지로 평균 연령은 48.8±8.4세였다. 학력은 전문대 

졸업 50.0%, 대학교 졸업 41.5%, 대학원 졸업 8.5%였다. 직무 

관련 특성으로 총 임상경력은 평균 196.98±99.79개월이고 11

년 이상 20년 미만이 48.2%로 가장 많았다. 노인요양시설 재직

기간은 평균 64.93±53.24개월이고 5년 미만이 64.1%로 가장 

많았다. 현 직위는 일반 간호사가 56.6%로 가장 많았다. 근무형

태는 교대근무가 17.0%, 상근직이 83.0%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케어 로봇에 대한 경험

대상자의 케어 로봇에 대한 경험은 Table 2와 같다. 대상자

의 59.4%가 케어 로봇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

며, 11.3%가 케어 로봇에 대한 교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교육 경로는 학회 및 집담회 66.7%, 학교 교과과정 25.0% 

순이었다. 

케어 로봇 활용 분야별 경험에 대해서는 정서적 지지 로봇

이 55.6%로 가장 많았고, 환자용 이동 지원 로봇 49.2%, 이송 

로봇 41.3%, 기능회복을 위한 훈련 로봇 25.4% 순이었다. 케

어 로봇 활용 분야별 경험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케어 로봇 

사용 경험은 낮게 나타났는데, 정서적 지지 로봇 6.3%, 배설 

지원 로봇 1.6%, 기타 로봇(치매 케어 로봇) 1.6% 순이었다. 

3. 대상자의 케어 로봇 도입에 대한 태도

대상자의 35.8%가 케어 로봇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다음으로 보통 34.9%, 조금 필요함 12.3%, 매우 필요함 10.4% 

순으로 6.6%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케어 로봇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로는 ‘전인 간호와 맞지 않음’이 

50.0%로 가장 많았으며, ‘현실적이지 않음’ 40.0%, ‘간호의 질

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음’ 30.0%, ‘필요하지 않음’ 25.0%, ‘윤

리적 문제가 있을 수 있음’ 25.0% 순이었다. 

케어 로봇 도입 시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응답으로는 ‘케어 로

봇에 대한 간호사 체험 활동 강화’가 60.4%로 가장 많았다. 이

는 추후 케어 로봇에 대한 교육 시 간호사 체험 활동 포함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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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xperience with Care Robots   (N=10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Contact experience 
with care robots

Yes
No

63
43

(59.4)
(40.6)

Educational experience
on care robots

Yes
No

12
94

(11.3)
(88.7)

Place of education 
on care robots (n=12)

Scientific conference
University or college
Others

8
3
1

(66.7)
(25.0)
(8.3)

Detailed experience 
with care robots (n=63)

Had heard about it* Emotional support robot
Movement support robot 
Delivery robot (documents, medication etc.)
Function recovery training aid
Supervisory robot
Mobile assisted robot for care givers
Bath support robot
Excretion support robot
Others

35
31
26
16
14
12
11
10
2

(55.6)
(49.2)
(41.3)
(25.4)
(22.2)
(19.0)
(2.75)
(15.9)
(3.2)

Had used a care robot* Emotional support robot
Excretion support robot
Others

4
1
1

(6.3)
(1.6)
(1.6)

*Multiple responses.

Table 3. Attitude of Introducing Care Robots   (N=10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Necessity of introducing
care robots

Very necessary 
Necessary 
Moderate necessary
Not necessary 
Not necessary at all

11
38
37
13
7

(10.4)
(35.8)
(34.9)
(12.3)
(6.6)

Negative reasons for the 
introduction of care robots* 
(n=20)

Unsuitable with holistic care
Not realistic
Decline in nursing quality
Not necessary 
Ethical issues
Difficult to operate and manage
Does not comply with nursing work regulations

10
8
6
5
5
3
3

(50.0)
(40.0)
(30.0)
(25.0)
(25.0)
(15.0)
(15.0)

Support required for the 
introduction of care robots*

Nurses' experience of care robots
Facilities and devices for care robots
Development of educational materials for nurses
Curriculum development for care robots
Patients and caregivers' experience with care robots
Development of a continuing education program for nurses
Development of educational materials for patients and caregivers
Others

64
63
50
42
40
38
31
6

(60.4)
(59.4)
(47.2)
(39.6)
(37.7)
(35.8)
(29.2)
(5.7)

*Multiple responses.

요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대상자의 59.4%가 ‘시설 및 기구 

지원’이라고 응답하였다. 기타 의견에서도 ‘간호사용 케어 로

봇 활용 자료 및 교재 개발’ 47.2%, ‘케어 로봇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교육과정 개발’ 39.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자

의 37.7%가 ‘케어 로봇에 대한 환자 및 보호자 체험 활동 강화’

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간호사 보수교육 개발’ 35.8%, ‘환자 

및 보호자용 케어 로봇 활용 자료 및 교재 개발’ 29.2%로 나타

났다(Table 3). 



Vol. 21 No. 1, 2019 27

노인요양시설 간호사의 케어 로봇에 대한 인식

Table 4. Participants' Perceptions of Care Robots (N=106) 

Nursing domain Nursing task
Availability Efficiency

M±SD M±SD

Perceptions of care robots 3.32±0.60 3.32±0.61

Safety care
Fall and injury prevention for patients
Fall and injury prevention for care givers

3.78±0.78
3.80±0.86
3.74±0.81

3.76±0.75
3.80±0.83
3.72±0.79

Measuring/monitoring
Vital signs
Body weight and height
Intake and output
Setting of alarms

3.90±0.80
3.91±0.94
3.96±0.89
3.62±1.12
4.10±0.87

3.89±0.78
3.86±0.98
3.99±0.82
3.62±1.06
4.08±0.82

Nutrition care
Feeding care
Gastrostomy/ostomy care

2.88±0.96
2.99±1.03
2.77±1.03

2.91±1.00
3.03±1.07
2.79±1.04

Urination/excretion
Bathroom movement aid
Assisting toileting
Changing diapers

3.31±0.92
3.59±0.99
3.44±1.06
2.90±1.04

3.33±0.94
3.58±0.99
3.48±1.04
2.93±1.12

Hygiene care
Bath
Shampoo
Changing bed linen
Changing clothes exchange

3.12±0.88
3.08±0.99
3.19±1.05
3.46±1.01
3.07±0.92

3.12±0.86
3.15±1.03
3.14±1.03
3.48±0.92
3.04±0.89

Mobility/activity
Position change and bedsores prevention
Movement assistance
Movement assistance with a stretcher or a wheelchair
Supervision of ambulation

3.62±0.80
3.51±0.93
3.72±0.87
3.71±0.82
3.53±0.93

3.64±0.81
3.49±0.96
3.75±0.87
3.76±0.81
3.57±0.96

Counseling/education
Providing information on facilities
Admission/discharge information

3.26±0.72
3.45±0.86
3.25±0.92

3.26±0.76
3.44±0.92
3.26±0.93

Communication
Communication with patient
Communication with other departmental staff

2.70±0.92
2.71±0.98
2.70±0.94

2.70±0.98
2.72±1.04
2.68±1.02

Management
Nursing records system management
Medical devices/materials management

3.28±0.94
3.25±0.97
3.30±0.97

3.33±0.97
3.33±0.99
3.32±1.00

Other nursing services
Delivery of medical devices/materials
Support for medication

3.27±0.74
3.66±0.86
2.88±1.01

3.24±0.75
3.64±0.88
2.83±0.98

4. 대상자의 케어 로봇에 대한 인식

대상자의 케어 로봇에 대한 인식은 Table 4와 같다. 대상자

의 케어 로봇 대한 인식은 활용 가능성 측면에서 5점 만점에 

3.32±0.60점, 효율성 측면에서 5점 만점에 3.32±0.61점으로 

나타났다. 각 간호 영역에서 케어 로봇에 대한 인식의 우선순

위는 활용 가능성과 효율성 측면 모두 같으므로 대상자가 케

어 로봇의 활용 가능성과 효율성에 대해 유사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높은 영역은 측정 및 모니터링 영역

으로 활용 가능성 측면에서 3.90±0.80점, 효율성 측면에서

3.89±0.78점이었고, 다음으로 안전관리 영역에 대한 활용 가

능성 측면에서 3.78±0.78점, 효율성 측면에서 3.76±0.7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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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articipants' Perceptions of Care Robots by General and Job-related Characteristics     (N=106)

Characteristics Categories
Availability Efficiency

M±SD
 t or F (p)
Scheffé́

M±SD
 t or F (p)
Scheffé́

Age (year) ≤39
40~49
50~59
≥60

3.37±0.28
3.43±0.56
3.17±0.66
3.48±0.85

1.61
(.191)

3.44±0.33
3.41±0.56
3.17±0.67
3.50±0.84

1.70
(.172)

Educational status Colle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3.24±0.64
3.37±0.61
3.52±0.18

1.14
(.324)

3.25±0.65
3.38±0.62
3.46±0.17

0.79
(.458)

Total clinical 
experience (year)

≤5
6~10
11~20
≥21

3.22±0.75
3.28±0.70
3.33±0.63
3.36±0.42

0.12
(.946)

3.31±0.80
3.34±0.71
3.28±0.62
3.41±0.43

0.23
(.873)

Clinical experience 
in LTC (year)

≤5
6~10
11~20

3.28±0.59
3.35±0.70
3.45±0.46

0.49
(.613)

3.31±0.61
3.30±0.71
3.46±0.43

0.39
(.680)

Position in LTC General nurse
Manager
Director

3.27±0.60
3.35±0.63
3.65±0.42

1.03
(.361)

3.30±0.61
3.33±0.64
3.63±0.41

0.71
(.493)

Shift type Two or three shifts
No-shifts

3.41±0.62
3.30±0.60

0.72
(.476)

3.44±0.64
3.30±0.61

0.92
(.361)

LTC=Long-term care facilities.

이동 및 활동 영역에서의 활용 가능성 측면에서 3.62±0.80점, 

효율성 측면에서 3.64±0.81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케어 로봇에 대한 활용 가능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높

은 간호 업무는 모니터링을 통한 알람으로 활용 가능성 4.10± 

0.87점, 효율성 4.08±0.82점이었으며, 다음으로 키, 몸무게 측

정 부분에서 활용 가능성 3.96±0.89점, 효율성 3.99±0.82점, 

활력징후 측정 부분에서 활용 가능성 3.91±0.94점, 효율성 

3.86±0.98점으로 세 영역 모두 측정 및 모니터링 영역에 해당

한다. 케어 로봇에 대한 활용 가능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낮은 

업무는 장루 관리 활용 가능성 2.77±1.03점, 효율성 2.79±1.04

점, 기저귀 갈기 활용 가능성 2.90±1.04점, 효율성 2.93±1.12

점이었다. 

다음으로 환자의 낙상 및 상해 예방 활용 가능성 3.80±0.86

점, 효율성 3.80±0.83점, 케어 제공자의 낙상 및 상해 예방 활

용 가능성 3.74±0.81점, 효율성 3.72±0.79점 순으로 높게 나타

났다. 이동 보조 활용 가능성 3.72±0.87점, 효율성 3.75±0.87

점, 이동침대 및 휠체어를 이용한 이동 보조 활용 가능성 3.71± 

0.82점, 효율성 3.76±0.81점, 화장실 이동 보조 활용 가능성 

3.59±0.99점, 효율성 3.58±0.99점으로 또한 중간 이상의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환자와 의사소통 활용 가능성 2.71±0.98점, 

효율성 2.72±1.04점, 다른 부서와 의사소통 활용 가능성 2.70 

±0.94점, 효율성 2.68±1.02점으로 의사소통 영역의 점수가 낮

게 나타났다. 

5. 일반적 특성 및 직무 관련 특성에 따른 케어 로봇에 

대한 인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직무 관련 특성에 따른 케어 로봇에 

대한 인식은 Table 5와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직무 관

련 특성에 따른 케어 로봇에 대한 인식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6. 케어 로봇에 대한 경험에 따른 케어 로봇에 대한 인식

대상자의 케어 로봇에 대한 경험에 따른 케어 로봇에 대한 

인식은 Table 6과 같다. 케어 로봇에 대해 들어본 경험(t=2.66, 

p=.009)에 따라 케어 로봇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케어 

로봇에 대해 정보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정보 경험이 없는 대

상자보다 케어 로봇에 대한 활용 가능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의 점수가 높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교육 경험에 따른 케어 

로봇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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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Participants' Perceptions of Care Robots by Experience with Care Robots (N=106)

Characteristics Categories
Availability Efficiency

M±SD t (p) M±SD t (p)

Experience with care robot Yes
No

3.44±0.58
3.13±0.59

2.66
(.009)

3.43±0.60
3.17±0.60

2.10
(.039)

Educational experience with care robots Yes
No

3.52±0.43
3.42±0.62

0.53
(.599)

3.49±0.45
3.40±0.63

0.41
(.684)

논 의

본 연구는 효율적인 간호 업무를 위한 케어 로봇의 도입 및 

활용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인 간호사의 평균 연령은 48세로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비해 평균 연령이 높았는데, 이는 

병원간호사와 노인요양시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노인요양시설 간호사의 평균 연령이 병원간호사의 평균 연령

보다 높았던 것과 일맥상통한다[9]. 또한 병원간호사를 대상

으로 케어 로봇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한 연구대상자의 연령이 

대부분 20~29세인 것과 비교해도 본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

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12]. 이러한 특성과 함께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케어 로봇에 대한 교육 경험이 미미하였고, 교육 경

로 또한 제한적이었다. 한편 대상자는 케어 로봇 도입 시 환자 

및 보호자보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간호사는 기존의 의료기관을 

벗어나 새로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19], 케어 로봇을 

도입할 때 간호사가 생각하는 유용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수적이고[12], 간호사가 새로운 역량을 개발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케어 로봇을 비롯한 제4차 산업혁

명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케어 로봇 도입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대상자는 많지 

않으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전인 간호와 맞지 않는

다’와 ‘간호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응답하여 선

행연구의 간호사의 직접 간호를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결과[20]와 유사한 맥락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추후 케어 로봇 

도입 시 이러한 장애 요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

한 기술적이고 도구적인 간호는 ‘전인 간호’의 일부 영역만 다

룰 수 있으며[19], 간호의 특성상 상황에 맞는 간호사의 독자적

이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21], 케어로봇이 간호

사의 업무를 전적으로 대체할 수 없으므로 케어 로봇을 간호 업

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

다. 또한 일부 선행연구에서도 케어 로봇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

를 지적하여[22,23], 케어 로봇 도입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윤

리적인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대상자의 케어 로봇 대한 인식에서 가장 높은 영역은 측정 

및 모니터링 영역이었고, 다음으로 안전관리 영역, 이동 및 활

동 영역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종합병원 간호

사를 대상으로 케어 로봇이 보조할 간호 영역에 대한 우선순

위 측정 결과 측정 및 모니터링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

한 결과이다[12]. 간호사는 측정이나 모니터링과 같은 간호 업

무에 케어 로봇 적용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점수가 낮은 업무에 장루 관리, 기저귀 갈기가 포함된 결과와

도 유사하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노인요양시설 간호사들은 의

사가 상주하지 않는 상황에서 급격한 활력징후 변화, 섬망, 출

혈, 낙상으로 인한 상해 등 이상징후가 나타났을 때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고 징후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이며, 이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고 보고하였다[24]. 이상징후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과 관리에 앞서 이상징후 발견이 선행되어

야 하므로 간호사 인력이 매우 부족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케어 

로봇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도움이 될 수 있다[22].

다음으로 환자의 낙상 및 상해 예방, 케어 제공자의 낙상 및 

상해 예방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노인요양시설의 주요 

안전사고인 낙상에 대한 부담감이 케어 제공자의 신체적 ․ 심
리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25], 뇌졸중 환자를 대

상으로 케어 로봇을 활용했을 때, 균형 및 하지 운동기능이 유

의하게 향상되어 낙상 예방에 도움이 되었다는[26]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요양시설에서 케어로봇의 활용가능성이 매

우 높은 분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반면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케어 로봇에 대한 인식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케어 로봇을 통

한 의사소통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12], 의사소통은 인간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러한 요소들은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없다[19]. 그러나 케어 로봇을 이용한 정서

적 지지 의사소통은 일부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의사소통

이 의료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27]. 따라

서 의사소통 측면에 있어 케어 로봇이 부분적으로 활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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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직무 관련 특성에 따

른 케어 로봇에 대한 인식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선

행연구에 의하면 업무에서 케어 로봇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젊은 남성 대상자와 연령이 높은 응답자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28],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에 대한 관리 경험이 

있는 경우 케어 로봇에 대한 수용도가 높게 나타났다[29]. 현

재 우리나라는 케어 로봇 도입의 초기 단계로 케어 로봇에 대

한 경험 자체가 매우 적어 일반적 특성 및 직무 관련 특성에 따

른 케어 로봇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케어 로봇 도입 단계에 따라 

케어 로봇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는 추가 연구

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케어 로봇에 대해 정보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정보 경

험이 없는 대상자보다 케어 로봇에 대한 활용 가능성 및 효율

성 측면에서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케어 로봇에 대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케어 로봇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하다[23,30]. 본 연구에서는 교

육 경험에 따른 케어 로봇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

는데, 이는 교육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현저하게 적어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추후 케어 로봇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 대

상자의 교육 전 ․ 후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되며, 추후 케어 로봇을 간호 업무에 적용할 때, 먼저 

이를 담당할 간호사에게 케어 로봇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간호사의 교육 요구도를 반영한 교

육 프로그램 개발과 커리큘럼 개발이 필요하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간호 업무에서의 케어 로

봇 활용과 관련하여 노인요양시설 간호사의 케어 로봇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고, 노인요양시설 간호사는 케어 로봇의 도입

이 필요하며, 간호 업무에서 케어 로봇의 활용가능성과 효율

성이 높은 편이라고 인식하였다. 특히 측정 및 모니터링 영역

의 측면에서 케어 로봇의 활용 가능성이 더 크고 효율적일 것

이라고 보았다. 케어 로봇은 간호사의 관리와 제어가 필요하

므로 케어 로봇 개발 시 간호사가 인식하는 활용 가능성과 효

율성이 높은 측정 및 모니터링, 안전관리, 이동 및 활동 보조 

등의 간호 업무 영역에서 도입을 적극 검토하되 장애요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케어 로봇의 

도입 및 활용에 앞서 케어 로봇에 대한 간호사의 체험 활동과 

케어 로봇에 대한 시설 및 기구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

다. 첫째, 추후 대단위 노인요양시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반

복 연구가 필요하며, 현재 노인요양시설 간호사의 케어 로봇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므로 이후 케어 로봇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

이나 교육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

다. 둘째, 케어 로봇의 활용이 실제 간호 업무의 효율성과 간호

의 질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

째, 케어 로봇의 도입 및 활용에 앞서 노인요양시설은 케어 로

봇 시설 및 기구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간호사가 간호 업무에서 

케어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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