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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간병인의 스트레스 관리 및 체력 관리이다. 그러나 

요양 시설의 수요 증가량에 비해 간병인의 공급량은 줄어들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해 노인이 노인을 간병하

는 노노간병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1인당 부양하는 환자 수의 증가와 간병인의 연령이 평균적으로 높아지면

서 간병 스트레스 및 간병 살인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환자의 EEG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환자에게 필요한 것을 전달해주는 서빙로봇 간병서비스 개발 내용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 시스템

을 통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간병인의 간병 스트레스와 간병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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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현재 한국, 일본, 중국 등 많은 국가들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COVID-19로 인해 요양병원, 요양원 시설이 증가되었다. 그리고 

의학의 발달로 수명이 연장되고 고령화로 인해 노인이 노인을 간병하

는 ‘노노간병’ 사례가 증가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요양병원 이용자가 4-6만명 

정도가 급증했다. 반면 간병인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간병인 1인당 돌보는 환자는 

평균 7.9명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간병인들은 저임금 장시간노동 

등 극도로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있다.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다인실병동의 간병인들은 환자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시간 환자들에게 붙어 환자들을 

돌봐야 하므로 간병 스트레스 지수와 노동 강도가 더 높은 편이다.

간병인의 스트레스 관리 및 체력 관리는 간병 노동 업무와 환자 

케어 역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간병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의사소통 및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EEG를 실시간으

로 분석해 환자에게 필요한 것을 전달해주는 서빙로봇 간병서비스 

개발 내용에 관해 기술한다.

II. Preliminaries

연구 [1]에서는 의료 환경에 맞추어진 ‘DENIRO’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LiDAR 센서와 SLAM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객체를 

식별하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전달해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기존 연구는 단지 의료서비스를 해주는 로봇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면, 본 연구는 환자의 요구를 받아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나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III. The Proposed Scheme

Fig. 1.은 본 논문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간병 서비스 시스템의 

개념도이다.

Fig. 1. Conceptual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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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환자는 EEG 수집 장비를 착용하고 환자의 실시간 뇌파를 

메인 PC로 전달한다. 메인 PC에서는 각 환자로부터 미리 학습된 

키워드와 실시간 뇌파를 분석해 어느 환자에게, 어떤 물건이 필요한지 

분석한다. 간병인은 메인 PC의 분석을 통해 서빙 로봇에 환자가 

필요한 물건을 올려주면 이를 서빙로봇이 해당 환자에게 전달한다.

3-1 뇌파수집 및 제어모듈 개발

본 연구에서는 Emotive사의 Epoc+ 제품을 사용해 뇌파 신호를 

수집한다[2]. 해당 제품은 14개의 EEG 채널(AF3, F7, F3, FC5, 

T7, P7, O1, O2, P8, T8, FC6, F4, F8, AF4)을 통해 전뇌를 감지한다. 

본 연구에서는 잡파를 제거하고 보다 깨끗한 데이터를 유효 데이터로 

사용하기 위해 channel spaceing을 80uV로 설정하고 EEG quality가 

평균 86% 이상인 상태를 유지한 후 진행하였다.

환자의 실시간 뇌파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미리 선정한 명령 버튼(휴

식 상태, 물, 수건, 간병인 호출)을 중심으로 각 명령 버튼 당 1분 

단위로 40회씩 학습을 진행하였다. Fig. 2.와 같이 환자의 실시간 

뇌파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를 Cortex-API, websocket, Node-Red 

Tool을 이용해 Fig. 3.과 같이 웹 페이지로 시각화하였다.

Fig. 2. Real-time EEG collection and analysis

Fig. 3. Node-Red Interface

3-2 SLAM(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알고리즘을 이용한 서빙로봇 이동 구현

서빙로봇의 이동 구현은 SLAM(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센서를 이용해 주변 공간 지형을 

인식하고, 이를 지도로 생성하며 해당 지도에서의 상대적인 서빙로봇

의 위치를 정확히 추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만약, 동시에 환자 2명 이상의 뇌파 신호를 전달받는다면 환자(침상)

의 위치를 고려해 서빙로봇은 최단 경로를 계산해 전달해준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미리 학습시킨 환자의 EEG와 실시간 EEG를 비교분

석해 환자에게 필요한 것을 전달해주는 서빙로봇 간병 서비스 개발 

내용에 대해 기술하였다. 본 시스템은 의사소통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요구사항을 간편하게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며 간병인 및 

환자의 동선을 최소화시켜 간병으로 인한 신체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시간 노동에 따른 간병인의 간병 스트레스와 

간병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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