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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회구조의 변화를 겪게 되면서 노인 부양
의식이 약화되었고, 이로 인해 노인들은 가족 내에서 점점 더 소외되고 가족 간의 유대감
이나 친밀감 대신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되었다. 노인들이 갖는 외로움, 고독감 등은
노인자살 증가 등 심각한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시급
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외로움과 고독감을 해소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서, 반려동물 매개활동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선행연구 탐색을 통해 분석했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삶의 질은 경제적 상황과 같은 객관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
지만 사회적 지지, 관심도, 유대감, 역할, 자신감과 같은 주관적 요인에 의한 영향도 매우
크게 나타났다. 또한 반려동물이 노인의 삶에 대한 연구들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지내는 노
인의 우울증이 현격하게 감소했고 오락 활동을 통한 치료보다 동물을 이용한 치료가 사회
적으로도 높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객관적
또는 주관적 그리고 심리적 요인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노년기에 반려
동물은 정서적 지지, 역할 부여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변화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노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반려
동물을 이용하여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반려동물프로그램 도입이 적극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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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저출산 현상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속도는 세계에서도 유례없이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회구조와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인해 노인 단독 혹은 노인
부부가구, 실버타운입소 등 노후의 생활이 이전과는 많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전통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에 친밀감을 형성하고 효(孝)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화합을 이루었던 가족구조가 서구화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노인들을
중심으로 노후를 실버타운이나 단독가구를 이루어 생활하려는 욕구도 점점 높아지고
우리나라는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구조와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가족 간의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김근홍, 2010). 실제적으로 노
인들이 양로생활시설에 입소한 뒤 초기에는 가족들이 자주 방문하였으나 시간이 흐를
수록 그 빈도가 낮아져 노인들이 가족과의 단절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는 연구결과
가 있다(조승만, 2008). 이러한 인식 변화로 가족 내에서 노인들이 점점 더 소외되고
끈끈한 유대감이나 친밀감 대신 외로움을 많이 느낄 수 있다. 또한 노인들은 퇴직에
따른 소득상실이나 건강약화 그리고 핵가족화에 따른 역할상실 등 많은 문제들이 한
꺼번에 경험하기 마련이고(박재신 외, 2009), 배우자와 친구들의 죽음으로 인해 많은
변화와 상실을 간직하기 때문에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다(Donaldson and
유대관계 형성기회를

Watson, 1996).

독 외 문제는 현대사회의 특징으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이며, 노소를 막론하
고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노인의 경우 그 심각성이 더 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갖게 되는 외로움, 고독감은 노인의 자살률 증가로까지 연결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노인자살문제가 전적으로 역할상실이나 고독으로 인한 것
이 아닐지라도, 노인자살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 이런 현상들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
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김창진․황진수, 2008). 일례로 한국보건사회연
구원에서 ‘한국인의 사망수준’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은 OECD국
가 중 가장 높았으며 그 중에서도 80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 비율이 높고 증가속도도
빠르다고 한다(조선일보, 2011년 1월 3일자). 또한 노인은 급속히 변하는 사회에서 제
대로 적응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불리함이나 소외감 그리
고 과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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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감 등을 느낄 가능성이 다른 세대에 비해 높다. 이러한 외로움은 한 개인의 삶
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외로움의 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떨어
지기 마련이다(Bowling and Browne, 1991). 이러한 이유로 노인들의 삶의 질에 영향
을 미치는 많은 요인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의 경우 세
대 간의 가치가 혼재되어 부모는 자녀에게 기대를 하고 자녀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함으로써 서구의 노인보다 문제해결의 다양성이 필요하고 절실한 실정이다. 그동안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왔던 영역들의 분야는 노인의
활동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여가나 종교 활동 그리고 동적 프로그램 참여가 미치는
영향 등이 주를 이루어 왔다(김윤희, 2010; 허기한, 2010; 이연종, 2009). 이렇듯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외로움이나 소외감과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책적으로 각종 방
안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
으로 동물을 활용한 연구가 되지 않을까 싶다. 동물들은 인간과의 교감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서구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연구들(Wells, 2009; Heady, 1990; Beck
and Katcher, 1984)이 있어 왔다. 동물들이 오래 전부터 인간과 함께 생활해왔지만 이
제까지는 사육의 대상, 또는 애완의 대상으로서의 의미가 강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
만 날로 복잡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동물은 이제 단순히 애완이나 사육의 대상이 아닌
동반자적인 관계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애완동물이라는 인식보다는
인간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과 같은 존재로서의 ‘반려동물(companion animal)로 인식하
고우

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이용하여 장애인, 치매노인, 일반노인, AIDS환자 등 다
양한 집단들을 대상으로 AAA, AAT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왔는데 긍정적인 성
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재관, 2008). 일본에서도 1986년 일본 요꼬하마
시의 특별양호노인홈 ‘사꾸라원’을 시작으로 각종 시설의 요구에 따라 노인시설에 동
물들을 참가시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Hiroko, 2006). 이는 동물과의 상호교감이 정
서적 안정을 꾀하는 한편 생활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경험에서 나온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아동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동물매개프로그
램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마상진, 2004; 신남식, 1998; 김호정, 2006,
최완호, 2007) 노인과 관련되어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노인관련 시설
에서 동물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곳도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서구에서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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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따라 정적활동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
에서 외로움과 고독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서,
반려동물매개활동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선행연구를 통해 탐색적으로 분석해보고 그에
따른 대안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학문이 존재하는 이유자체가 사회의 고
민과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듯이 현재 노인세대들에게 닥치거나 다가올 사회현상
에 대처하는 장․단기적 연구가 다양한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당위성 때문이다. 특히 그것이 정책이나 실천 또는 문제해결적 방식에서도 다양한 시
각을 가진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반려동물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본 연
구의 기본적 바탕마련은 나름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연로해 에

Ⅱ. 이론적 배경

물

1. 반려동

에 대한 이론적 고찰

상호작용이 삶의 에너지를 충전시키고, 커뮤니케이션의 통로가 된다
고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다. 이를 두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인간과 동물의 유대(Human Animal Bond)'라고 한다. 이 개념은 인간과 자연
그리고 동물의 삼각관계가 건강하여야 사회가 건강하고 인류가 건강하다는 이념을 기
초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의 구성에 따라 근래에는 동물이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인간관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직ㆍ간접적으로 큰 도움을 주
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반려동물의 개념 및 역사적 배경과 우리나라
의 반려동물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동물과 자연의

물

1) 반려동

의 개념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이란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동물을 가축(domestic)이나
반려동물(pet animal)이 아닌 인간의 가족이나 친구, 반려자와 같은 역할로서 자리매김
하는 호칭이다. 이것은 기존의 일반적인 반려동물 의미에서 벗어나 인간과 더불어 살
아가며 동반자적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현대사회에서 그 역할에
대한 가치성을 인정하게 되면서 나타났다. 특히 노벨상 수상학자인 동물학자 K. 로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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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을 기념하여 1983년 10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The
Human-pet relationship(인간과 반려동물과의 관계)’ 심포지엄에서 학술적으로 반려동
물이라 명명하면서 등장하게 되었다(한상원, 2005).
과거 동물을 정서적인 동반자로 인식하려는 사람들은 감상에 빠진 소모적인 인간으
로 간주되면서 마치 다른 생물에 대해 감상이나 감정을 갖는 것이 나약한 성격, 빈약
한 지성 또는 정신증상의 증거라도 되는 듯 이런 사람들을 정신 과민으로 몰아부쳤던
적이 있다(Serpell, 윤영애 역, 2003). 그러나 지나간 인류 역사를 볼 때 인간은 항상
동물과 이를 둘러싼 자연과의 상호 공존을 바탕으로 이어져 왔고, 동물은 항상 인간
생존의 원천이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반려동물의 문화는 서구사회 전반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 인간
과 반려동물의 상호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점차 사회가 물질적으
로 풍요해지고 발전할수록 반려동물을 찾는 추세는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라 생각된
다. 사람과 반려동물과의 유대는 사람들과의 관계와도 비교할 수 있는데, 그 친밀감의
정도 역시 매우 다양하며 사람들끼리 사귀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형성될 수 있을 것
이다. 이 관계의 다양함은 인간 또는 동물이 갖고 있는 행동학적인 특성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적당한 사회화 훈련, 긍정적인 경험, 지속적인 육체적
접촉은 사람과 동물 사이의 유대 관계를 견고하게 만들며, 또한 동물과 인간 사이의
비슷한 사회 조직과 의사소통 체계는 서로의 의사소통과 반응을 빠르게 하기 마련이
다(신남식, 1998).
반려동물은 인간이 다른 인간과의 지지적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차원의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 줌으로써 인간의 전반적인 건강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과의 관계는 인간과의 관계와 달리 동물의 주인에 맹목적이고도 불변하는 애
정으로 뒷받침되기 때문에 보다 유익할 수 있다(McNicholas, Collis and Morely, 1995).
츠

박사가

80회

물

2) 반려동

의 역사적

S

배

경

D

약 12,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스라엘 북부
의 구석기시대 유적지에서 개가 인간에게 반려동물의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는 유물
을 발견했다. 이는 동물과 인간 간의 정서적 유대가 선사시대부터 존재해 왔다는 주장
의 근거가 되었다(Ryder, 1985). 이 고분에서는 죽은 사람의 왼손을 확인된 상황은 죽
1978년 고고학자 imon avis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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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 부분에 다정하게 가져다 놓은 모습으로 연출되어 있었는데
이는 그 당시에도 개를 길들였다는 증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개의 관계가
애정 어린 것이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Serpell, 윤영애 역, 2003).
이 외에도 메소포타미아나 고대 이집트의 그림에서도 길들여진 반려동물이 그려져
있는데, 특히 고대 이집트인들이 남긴 고대왕국시대의 벽화를 보면 개, 고양이, 기러기,
사자 등이 인간과 특별한 관계인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여러 설화에서도 인간과 동물이 아주 가까운 관계인 것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 단군신화에도 곰과 호랑이가 등장하며, 가락국의 설화에 나오는 <구지
가>를 살펴보면 거북은 신성한 인물의 출현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목숨을
던져 주인을 구한 <오수의 개> 이야기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인간과 동물의 긴밀한 관
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반려동물이 이와 같이 특별한 봉사를 어떻게 제공하는지는 개
나 고양이 같은 동물이 주인과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방식을 들여다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인간이 동물을 키우는 것은 친밀감 이외에도 실제적인 목적 때
문이기도 했다. 개나 사자, 고양이, 매 등은 인간을 위한 사냥을 돕는 역할을 하였으며
개나 거위 등은 예민한 후각과 청각을 이용하여 인간을 보호하는 책임을 다하였다. 알
란 베트와 아론 캐처는 <반려동물과 인간 사이>에서 반려동물 소유자와 반려동물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공통적으로 지닌 명백한 유사성 몇 가지를 열거한 바
있다. 동물은 어린아이들과 마찬 가지로 계속 보살펴 줄 필요가 있으며, 음식과 물을
주고, 목욕을 시키고, 필요할 때 옷을 입히고, 아플 때 의사에게 데려가는 것, 귀여워
하고 어루만지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Serpell, 윤영애 역, 2003). 이런 사실들을 근
거로 반려동물은 주인에게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결여되어 있거나 적어도 찾아보기
드문 특별한 정서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그러한 점에서 좀 더 폭 넓은 활용의 길을
은 사람의 손을 개의 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계대전으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게 된 군인들이 개와
의 관계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하는 것을 보고, 워싱턴에 있는 St. Elizabeth 병원의
원장에게 개를 환자들의 놀이 상대로 소개할 것을 제안한 것이 받아 들여져 처음으로
치료에 활용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한상원, 2005).
우리나라는 1990년대 동물을 매개한 치료의 차원에서 처음 도입이 되었는데, 최초의
치료도우미견 활동은 1994년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가 보건복지부 인증 안내견 양성기
미국에서는 1919년에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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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

육

관으로 지역사회에 설립되 서 199 년 이리보 원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료감호소에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매개치료활동을 했으며, 그 결과를
1998년 9월 IAHAIO 제8차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바 있다. 2001년에는 이삭도우미개학
교가 훈련과 분양을 시작했고, 2002년 삼성치료도우미견센터가 발족되어 치료도우미견
양성과 자원봉사자 교육을 하면서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동물매개 치료활동을 하고 있
다(안제국 외, 2007).
후 공주치

2.

삶

의 질에 대한 이론적 고찰

객
삶의 질이란 인간생활의 질 문제인 인간 삶의 정도와 가치를 다루는 것으로 각 연
구자마다 접근하는 관점, 방법, 목적에 따라 다르게 보고 있어 지금까지도 그 정의나
개념상의 일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윤기윤, 2007). 그러나
최근 들어 이에 대해 폭넓은 개념들이 언급되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
되는 개념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삶의 질’이란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학
자인 Campbell이 사회복지구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1970년대 중반부터 인간의 삶에 질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개발에
관심이 확대되면서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하재구, 1986). 그동안 ‘삶의 질’에 대한 개념
은 안녕, 복지, 생활수준, 만족도, 행복감 등과 같이 매우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어 왔
다(한형수, 2002). 이렇듯 여러 용어들이 혼용되거나 다양하게 사용된다는 것은 삶의
질에 대한 개념정의가 여전히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아 학자마다 각각 다른 의미로 해
석하여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삶의 질이란 너무 포괄적, 함축적, 그리
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명확한 개념화와 측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삶
의 질을 측정하고자 할 때는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으로 구분되어 측정하게 된다.
객관적 측정이란 인간생활의 객관적 조건인 사회적인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며 주관적
측정은 개인 자신의 삶을 어떻게 느끼고 인지하는가로 측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Schuessler and Fischer, 1985).
삶의 질에 대한 객관적 측정은 특정한 사회의 객관적인 삶의 조건과 환경을 포괄하
고 있는 것으로 연구대상의 내부적이거나 주관적 상황에 관계없이 외부 관찰자에 의
1)

삶

의 질에 대한

관적 및 주관적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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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가능한 지표들이 중심이 되기 마련이다. 일례로 경제적인 생활수준, 신체적
건강, 평균수명, 직업선택의 기회와 다양성, 교육기회와 교육여건, 의료보장, 환경오염,
범죄율 등에 따른 객관적 삶의 조건을 말한다. 초기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들은 이러
한 삶의 물리적인 환경에 주목하고 이를 양적지표로서 설정하려는 시도가 크게 두드
러지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삶의 수준이라는 개념과 삶의 질이 혼합적으로 사용되
면서 사회지표상의 수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삶의 객
관적인 지표와 개인의 주관적인 행복감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즉, 경제적
부나 생활조건 등은 어느 수준까지는 개인의 행복감과 비례했지만 일정한 경계선이
지나면 이들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결과들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1970년대
이후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주관적 안녕감’과 같은 주관적인 측면에 관심이 더 기울
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배나래, 2007).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측면은 개인의 삶이 자신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내면적인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인지하는 정도라고 정의될 수 있다(김수정, 2008). 물론 적절하게
선택된 객관적인 지표들은 주관적인 삶의 질과 높은 상관관계를 지닐 수 있으며 객관
해

적인 삶의 조건들은 주관적인 삶의 질의 필요조건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하지

객관적인 삶의 조건을 인지적으로 어
떻게 평가하는가에 의해 결정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조건을 나타내는 지표와
주관적인 만족을 나타내는 지표의 관계는 개인의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 때로는 정의
관계로, 때로는 부의 관계로 나타나는 가변성을 지닌다고 한다(임희섭, 1996).
즉,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측정은 건강, 물질적 안녕, 사회적 관계, 사회적 지역사
회 활동, 그리고 개인적 발전 등과 같은 주요 영역들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중점을 두
만 주관적인 삶의 질은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럼 삶의 질 측정에 대한 측면을 통합해보면 삶의 질이란 자신의 생애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적어도 주요한 목표를 성취했다고 느끼며 효율적으로 주위의 환경에
잘 대응해 나가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개인의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는 정도라 할 수 있다. 한편 Ferrans와 Powers(1992)도 삶의 질을 행복과
만족이라고 정의하면서 건강기능, 사회경제적 상태, 정신ㆍ정서 상태, 가족형태 등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한 바 있다. Cella(1994) 또한 삶의 질을 신체적 안녕, 기능적 안
녕, 정서적 안녕, 사회적 안녕 등의 복합적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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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듯 삶의 질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고 복잡한 만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

이

한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2) 노인의

삶

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주목하고 그것을 위해 여러
복지정책들을 마련하기 마련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급격한 인구변동현황은 사회구성들
의 복지정책 실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례로 급속하게 고령화되
고 있는 현상이나 낮은 출산율은 궁극적으로 복지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
에 삶의 질을 반증할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기대수명
또한 늘어나 통계청이 지난 2000년도에 2020년의 기대수명을 80.7세, 2030년에는 81.5
세로 예상하였지만, 2005년 발표에서는 2020년에 81.5세, 2030년은 83.1세로 수정한 바
있다. 더욱이 여러 연구에 따르면 현재의 의학발달을 감안할 경우 기대수명은 통계청
의 예측보다 훨씬 빠르고 길게 연장될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
면 이런 사회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노인의 삶의 질을 확보하고 노년기의 삶의 만족
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한 최근까지의 연구들에 의하면 노인의 삶의 질에 가장 영향
력 있는 요인은 건강, 경제적 상황, 사회적 지지 등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
로 분석해 보면 노인들은 노령화됨에 따라 건강이 악화되고, 특히 노인성 만성질환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겪는다는 것이다. 특히 신체기능의 저하와 함께 사회적으로도 역할
상실이나 사회적 지지체계와의 단절 및 축소 등으로 인해 심리적인 기능도 저하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이러한 현상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심해지며 사회에서의
고립과 가족과의 분리가 노인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에 비해 폭넓은 사회적 지원망을 가진 노인일수록 생활만족도는 높게 나타나며
자녀와의 결속도가 높은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미래생활에 만족할 확률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박성복(2004)은 노인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하위개념들을 사회환
경적 요인, 욕구, 생활환경, 주관적 복지, 객관적 복지, 생활세계 등으로 구성하고 노인
복지국가에서는

의 삶의 질을 논의함에 있어서 노인의 욕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

왜냐하면 욕구라는 개념 자체가 복지국가를 이해하는 핵심이며 욕구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서비스의 목표를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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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low나 Covey 등의 여러 욕구이론들을 바탕으로 노인의 욕구를 신체적, 경제적, 가
정적, 사회적, 심리적, 정신적 욕구의 6가지로 유형화하면서 우리나라 전통적인 가치관
에 비추어 봤을 때 노인의 삶의 질과 가정적 요인이 매우 밀접하다고 한다. 한석태
(2008)는 삶의 질은 다차원적 개념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삶의 차원을 건강, 경
제, 사회, 심리 등 네 개의 차원으로 구분한 바 있다. 그리고 각각의 차원에 대한 객관
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설정, 각각의 지표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경로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관적 변수가 삶의 질에 대해 직접적인 인
과관계의 패턴을 보이며 주관적 변수이든 객관적 변수이든 심리적인 요인을 거쳐 삶
의 질에 연결된다고 한다. 즉, 심리적ㆍ정신적 건강은 노인들의 행복감에 대해 매우
큰 영향을 주며 자존감이나 우울감도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손신영,
2006). 따라서 노인들의 자존감 제고와 우울의 감소를 위해서는 노인들에 대한 사회ㆍ
정서적 지지와 외로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상호소통 가능한 관계가 필요하기 마련이
다. 이러한 면에서 가능성을 가진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반려동물이며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려동물을 여러 차원에서 연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3.

삶

물

의 질과 반려동

물

1) 반려동

의 선행연구 분석

연구동향

반려동물과 삶의 질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지만 인간과
반려동물의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들이 최근 들어 교육학, 사회복지학, 보건학 등 다양
한 분야에서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학에서 반려동물이 아동에게 주는 영향을 고찰한 대표적인 연구로 김연순(2003)
과 김호정(2006)을 꼽을 수 있다. 김연순(2003)은 ‘반려동물 기르기와 아동의 외로움
및 또래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반려동물은 아동에게 사회적 지지체계로 작용될 수 있
을 뿐 아니라 반려동물 기르기를 통해 아동의 외로움이 감소된다고 한다. 또한, 반려
동물을 기르는 아동의 경우 타인을 보다 더 잘 보살피고, 조력하며, 보다 긍정적인 또
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한다. 김호정(2006)의 연구에서도 많은 아동이 반려동물
기르기의 가장 좋은 점으로 ‘혼자 있을 때 외롭지 않다’를 들었다는 점에서 반려동물
우리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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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는 아동들이 반려동물을 통해 정서적인 위안과 지지를 받는다고 유추할 수 있
다. 예전에 비해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한 자녀 가정이 늘어나면서 혼자 지내는 아
이들이 많아진 오늘날 반려동물이 부모나 형제ㆍ자매 혹은 친구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은 부모나 아동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다. 또한
반려동물 기르기를 통해 가족구성원의 상호작용이 변화할 수도 있는데 반려동물과 상
호작용을 활발하게 하는 가족일수록 가족구성원 간에 헌신적이고 감정적인 교류가 활
발하게 일어나는 등 화합이 잘 이루어지고, 가족 체계의 변화에 쉽게 적응한다고 밝히
고 있다(김호정ㆍ정문자, 2007).
한편 보건학에서 반려동물이 사람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 대표적인 것으
로 정철규(2002)의 연구가 있다. 그는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
해 자아만족감과 가족유대감이 높고 운동량이 많으며, 애완견 사육을 통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등 애완견 사육으로 인한 건강증진 효과가 좋다고 하였다. 더욱이 반려동물
은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는 윤활
을

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역사가 긴 국외의 경우에도 198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반려동물과 관련
하여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 이후로 인간과 동물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Anthrozoos(1987년 발행)와 Society and Animals(1993년 발행)와
같은 학술잡지도 생기고, 관련 서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논문도 다수가 발표
되는 등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AAA(Animal Assisted Activity), AAT(Animal Assisted Therapy), AAI
(Animal Assisted Intervention) 등의 동물매개프로그램이 장애아동, 노인, 치매노인 등
다양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도 비교적 활
발한 편이다.
그동안 반려동물에 관련된 국외의 연구들은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인간과 반려동물
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이들은 크게 반려동물의 개인 삶에 대한
영향, 반려동물의 가족관계에 대한 영향, 그리고 반려동물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영향
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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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프 그램
199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반려동물이 급증했고 그에 대한 인식도 점점 높
아져왔다. 그에 따라 동물을 이용한 프로그램에도 관심이 높아졌는데 동물매개프로그
램이란 동물의 실제적인 역할을 사회생활과 질병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
미한다(신현호, 2007). 동물을 매개로 하는 프로그램의 유형은 크게 AAA(Animal
Assisted Activity)와 AAT(Animal Assisted Therapy)로 구분될 수 있는데 각각의 개
념과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표 1> AAA와 AAT의 동물매개 프로그램 비교
2) 동

목적
범위

매개

로

의 유형

AAA

특별한 치료목적이 계획되어 있지 않음
pet을 소유한 사람들이 가볍게 ‘만나서 인
사하는’ 활동

T
각 세션별로 정해진 목표
AA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또는 인지적으로

문

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처치의 중요부분

료 상 같은 활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
각 대상(환자)별로 개인적인 치료
록
자세한 기록이 필요하지는 않음
각 세션별로 환자의 발전 상태에 따라 노트
방문이 정해져있으며 일반적으로 정해진
방문주기 컨텐츠를 방문하는 것은 자발적
간격에 의함
방문은 요구에 따라 길어질 수도 짧아질
방문기간
방문기간은 환자에 맞도록 미리 정해짐
수도 있음
치 대

기 처치

료: www.deltasociety.org, 재구성

자

① AAA(Animal Assisted Activity)

매
상 키 데 필요한 동기유발 또는 교육적, 오락적, 치
료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활동은 수동적인 활동과 상호작용
적 활동으로 분류되는데 수동적 활동은 사람이 동물을 직접 다루기보다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있도록 함으로써 그 자체로 긍정적 효과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
다. 반면 상호작용적 활동은 사람들이 동물과 직접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긍정적인 효
과를 꾀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수동적 동물매개활동으로는 수족관이나 새 등을 병실에 설치함으로써 환자나 직원
들을 진료나 근무의 스트레스로부터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한다. 실제적으로 노인 재활
병동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 병동에서 기르는 새가 노인들의 우울증을 감소시키
동물 개활동은 삶의 질을 향 시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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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활용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연구대상이 된 호스피스 프로그램의 70%가 반려동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천일, 2005).
이에 비해 상호작용적 동물매개활동은 좀 더 적극적인 활동으로 동물방문프로그램
과 동물주거프로그램으로 분류할 수 있다. 동물방문프로그램이란 잘 훈련된 동물과 주
인이 특정날짜에 시설 등을 방문, 일정시간 동안 머무르는 것으로 동물방문을 통해 일
시적인 기분전환을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변화를 위한 자극제가 되기도 한다. 이에 비
해 동물주거프로그램이란 동물들이 시설에 같이 주거하면서 생활하는 것으로 이러한
활동을 통해 시설에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나 우울감이 감소한다는 연구가 있다.
실제적으로 보육원, 재활원 등의 시설에 치료견을 분양한 이후, 성인의 경우 사회성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경우에는 외로움을 감소시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이천일, 2005).
는

T
Therapy)
동물매개치료란 특정 자격을 갖춘 동물이 치료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목표 지향적 활동으로 이때의 동물은 인간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기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계된다. 맹인안내견이나 발달장애아동들의 치료를 위해 활
용되는 승마치료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승마치료의 경우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발달장애아들을 대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양에서는 반신불수
등의 신경장애 치료의 일환으로 실행되고 있다.
AAA와 AAT는 동물을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 비슷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으나 구
체적 비교점을 살펴보면 <표 1>과 같은 차이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물을 매개로 한 프로그램은 대상의 상태와 목적에 따
라서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맹
인안내견이나 승마치료 등 동물매개치료에 치중되어 있고 활동 또한 장애인시설이나
일부 교도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황이다. 하지만 외국의 경
우 치매노인이나 호스피스병동에서 작은 물고기나 새 등 다양한 동물을 함께 하도록
함으로써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사회성 회
복과 심리정서적 안정, 우울과 외로움의 감소 등 노년기에 저하될 수 있는 삶의 질을
② AA (Animal Assi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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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물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삶의 질에 대한 개념과 그에 대한 영향요인 및 반려동물과 삶의 질과의 관계
에 대한 연구를 고찰함으로써 반려동물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는 연
구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제고하게

물 삶

3) 반려동

이

에 미치는 영향

반려동물이 개인적인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관한 연구로는 Siegel
(1993)과 Zasloff와 Kidd(1994)의 연구가 있다(이서윤, 2009). Siegel은 심리학자 M.
Ory와 E. Goldberg(1983)가 노년의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반
려동물을 단순히 소유하고 있는 여성노인보다는 반려동물에게 애착을 가지고 있는 여
성노인의 경우에 반려동물 기르기를 통해 그들의 삶 속에서 보다 큰 행복을 느낀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이처럼 반려동물과 인간의 유대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반려동물이 사람과는 달리 무비판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제공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Zasloff와 Kidd(1994)도 노인과 독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노인이나 독신 여성이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경우
보다 외로움을 적게 느낀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 연구는 반려동물 기르기가 현대사회
에서 증가하고 있는 현대인의 외로움과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상기시켜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였다.
<표 2> 반려동물의 영향 및 효과에 따른 선행연구 분석
연구자
김연순(2003)

호

김 정(2006)
정철규(2002)

반려동물의 영향 및 효과
외로움의 감소
아동의 외로움 감소 및 가족 내 감정교류 활발
스트레스 해소, 건강증진, 자아만족감과 가족유대감 향상
정신적, 신체적으로 긍정적 효과, 사회성 회복
아동의 사회적 지지체계 역할 및

천 5
한상원(2005)
신체적, 정서적 안정 유지, 삶의 만족도 제고
애완동물 자체가 사회적, 촉각적 접촉의 원천, 오락 활동을 통한 치료보다
구재관(2008)
애완동물을 이용한 치료가 효과적
M. Ory & E. Goldberg 반려동물과의 애착정도가 단순 소유보다 삶의 행복에 영향
(1983)
Zasloff와 Kidd(1994)
외로움의 감소
이 일(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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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s(2009)

건강증진 및 사람들과의 소통증진

Roberts,Mcbride, et al. 반려동물과 지내는 노인의 우울증이 감소
(1996)
Olbrich(1995)
사회적 지지의 효과

반려동물이 인간에게 있어 광범위한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반려동물
소유자의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반려동물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소통이 가능해 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혼자 걸어가는 것보다 반려동물과 함께 있을
때 낯선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더 쉽다는 것이다.
또한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는 노인이 반려동물 없이 지내는 노인보다 우울증 증상
이 덜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Roberts, Mcbride, Rosenvinge, Stevenage and Bradshaw,
1996), 반려동물 소유자는 비소유자에 비해 의사를 방문하는 횟수가 현저하게 적은 것
으로 나타나 건강악화의 예방에도 반려동물이 도움이 된다(Heady, 1998; Siegel, 1990).
Robert와 동료학자들(1996) 또한 반려동물을 기르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우울증상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자존감의 경우 연구
자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와의 관계가 매우 깊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다른 연
구에서는 자존감의 정도와 반려동물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Triebenbacher, 1999). 이러한 상반된 결과에 대해 Wells(2009)는 방법론적인 설계, 동
물에 따른 차이, 설문응답자, 설문조사 크기 등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해석한다. 반려
동물들은 휴식을 증진시키고, 일상생활에 충실하도록 하며 이동성과 well-being을 촉
진하며 편안함과 안전감을 제공한다(Baun and McCabe, 2003). Colombo와 동료학자들
(2006)은 요양시설과 치매시설에서 반려동물들은 거주자의 기분을 낫게 하고 우울증상
을 줄여주며 사회적 소통과 삶의 질을 증진시킨다고 주장한다. 구재관(2008) 역시 사
회적인 접촉이 매우 적은 시설의 노인들에게 있어 애완동물 자체가 사회적, 촉각적 접
촉의 원천이 될 수 있다면서 오락 활동과 애완동물을 이용한 치료의 비교결과 애완동
물을 이용한 치료가 보다 많은 사회적 반응을 보였다고 밝히고 있다. Olbrich(1995)는
반려동물과의 대화에서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어 환기
(ventilation)의 효과가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
Wells(2009)는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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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 주요 선행연구에 나타난 반려동물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표 2>에서 살펴볼 수 있다.
즉,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사회정서적 지지가 큰 요인으로 작용
한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반려동물을 통해서라도 정서적 지지를 받는다면 반려동
물 양육자들이 비양육자들에 비해 정서상태가 긍정적이며 삶의 만족도는 훨씬 높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한상원, 2005). 이천일(2005)은 반려동물을 통한 노인들의 생활 변
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노년기의 삶에 미치는 반려동물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
가한 바 있다. 즉, 가까운 친구나 가족의 죽음에 대한 경험가능성이 높은 노인의 경우
외로움과 사회적인 박탈감과 소외감을 쉽게 느낄 수 있는데 이때, 반려동물은 손자 혹
은 손녀와 유사한 가족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긍정적
인 효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들은 반려동물을 키움으로써 그들의 사회
성을 회복할 수 있고,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적극적인 삶의 동기를 부여받아
보다 윤택하고 건강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다. 반려동물이 신체적 건강과 정서적 안정
을 유지시킴으로써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때, 반려동물을 키운 경
험이 있는 노인은 삶을 유지하면서 긍정적 정서를 가지고 행복감과 아울러 삶의 만족
도, 즉 총체적인 삶의 질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한상원,
2005).
반려동물은 사회적, 촉각적 접촉의 원천으로 사회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정서적 지지체계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우울증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신체적으로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또한 변화하는 사
회구조 체계에서 반려동물이 가족의 역할을 대신함으로써 심리적 지원체계가 됨으로
써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

Ⅲ. 결론

반려동물이 노인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
을 찾아보았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정서적 지지가 절실한 노인에게 있어서 반려동물
은 정서적 지원체계가 될 뿐만 아니라 건강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
본 연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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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었다.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 증 사회적 지지, 관심도, 유대 , 역할에

따

른 자신감과 같은 심리적 또는 주관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며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이
심리정서적인 측면에 의해 결정된다는 연구결과(한석태, 2008)를 통해 노인의 삶의 질
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심리정서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심
리․정서적 지원이나 지지들은 가족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겠
지만 사회구조와 부양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 되어
버렸다. 또한 100세 시대라는 변화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노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매
개체를 통해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심리적, 정서적인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는 매우 절
실하고 필요하다. 이미 노인들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실행되고 있지만 상호작용이
가능한 반려동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면 사회에서의 역할상실, 자기효능감 하락 등
으로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끼기 쉬운 노년기에 정서적 지지, 역할부여 등 다양한 측면
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현재의 노년층에게 반려동물이란 생소한 개념일 수 있다.
하지만 현 세대들을 중심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고 반려동물에 대
한 여러 가지 법안들이 마련되면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를 볼 때 이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은 점점 더 높아질 것이다. 실제적으로 독일의 경
우 동물희망 인터넷(Wunsch-Hund)에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
자(18～24세)의 95.5%가 미래에 요양시설에서 살게 될 경우 동물들과 같이 살기를 원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있다. 독일의 많은 Seniorenheim(노인요양시설)에서도 최근 동
물을 데리고 있는 것을 매우 중요한 치료 중 하나로 보는 곳이 많아졌는데 그 이면에
는 동물들이 사회적 관계, 의사소통, 활동을 증진한다는 인식이 바탕이 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된 장기요양보험제도나 실버타운 등에 대한 인식 변
화로 인해서 시설에서 거주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각종 운동,
문화, 취미프로그램들을 제공하여 노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방향적인 프로그램 외에 노인들이 정서적 안정과 심리
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가능한 반려동물을 매개
로 하는 프로그램 마련이나 시설에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확충하
우리나라에도 2008년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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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도입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 우리나라 현재의 요양시설이나 노인시설에 알맞은 동물매개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노인들
에게 그들의 행동이나 생각들을 참을성 있게 들어줄 수 있는 매개체 역할로서 반려동
물이 자리매김 할 수 있다면 그보다 귀한 노후 삶의 선물은 없을 것이다.
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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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ract

The Effect of Companion Animals on Quality of Life of
Elderly People

Mun, Young-Hee ․ Kim, Hyo-Jung

Recently we have with economic growth many rapid sociocultural changes and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nuclear families. Due to these changes elderly people
feel loneliness in families instead of a sense of closeness or a bond with their
children. The feeling of loneliness causes elderly suicide that increases every year
and it is required solution and prevention rapidly. This study aims to analyse
literatures which explores the evidence that companion animals can contribute to
quality of life. And then we searched needs and possibilities of AAA(animal
assisted activity) as a way to reduce loneliness of elderly people. Quality of life of

b b

old aged people is influenced not only y o jective factor like economic situation,

but also by subjective factors like social support, attention, fellowship, roles etc.
Literatures that explores influences on elderly people's quality of life of companion
animals showed that depression of people with companion animals was much lower
than people with no pet. And therapy with animals is more effective than a
Therapy through entertainment activity. As results of study show that
psychological factor plays very important role in Quality of life, companion animals
have positive effects in psychological and emotional aspect. Thus, to improve
quality of life of elderly people, the programs with companion animals must be
considered because companion animals can reduce loneliness of old people.
Keywords: companion animal, quality of life, elderly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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