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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그룹을 통한 한국형 노인 간호 동물로봇 구성요소 확인

김신미, 이인숙*

창원대학교 간호학과  

Components of geriatric nursing robot for Korean elderly 
: Based on the Focus Group Interview

 Shinmi Kim, Insook Lee*

Department of Nursing,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외국에서 이미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노인간호 동물로 과 련하여 한국 노인을 한 동물 로 을 

개발하는 경우 어떠한 속성을 포함하여야 할지 그 내용을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해 재가노인 간호 문가와 시설노

인 문가 13인을 상으로 Focus group interview를 수행하 다. 자료수집은 2014년 8월 부터 12월 까지 이루어졌으며 2개 
그룹으로 나 어 2명의 연구자가 인터뷰를 진행하고 인터뷰 결과에 한 디 리핑과 필사자료를 바탕으로 내용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 다. 그 결과 세 가지 주제 (효용성 인정 , 모양, 기능)가 확인되었다. 구체 으로는 1인 가구 노인에 한 
효용성이 인정되었고, 모양과 크기는 우리나라 노인들에게 친숙한 강아지 모양, 그리고 다루기 용이한 3kg내외의 무게가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은 노인 뿐 아니라 가족들의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해 두 가지 핵심 기능 즉 
상호작용 기능과 모니터링 기능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의 결과 드러난 노인 간호 동물로 의 요소들은 앞으로 

노인을 상으로 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 후속 연구들에서는 보다 구체 으로 각 주제별로의 컨텐츠에 해 탐구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components of the geriatric robot pet, which might be helpful
in caring for elderly people in the future. Focus group interview-with two focus groups-was performed between 
August 2014 and December 2014. Study participants were 13 geriatric experts from nursing, medicine, social work,
and physical/occupational therapy. All interview data were transcribed, followed by debriefing and a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Three main themes emerged: acknowledgment of the usefulness of geriatric robot pet, establishment
of elderly-centered appearance, and the functions of the robot pet to meet the needs of elders and family members.
The robot pet was considered to be useful to elders who live alone since they can benefit from companionship and 
care provided by the robot pet. Geriatric robot pet needs to be manageable in size and weight, like a small dog. 
Moreover, a function that allows for interaction with and monitoring the elderly would be beneficial. The baseline 
elements that could guide further development of contents for the Korean geriatric robot pet were proposed from the
results of FGI. Studies that validate these elements ar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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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한국은 빠르게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어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 고, 2015년 65세 이상 인구
는 체 인구의 13.1%에 도달하 으며, 2060년 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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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에 도달할 것으로 상되고 있다[1]. 이 듯 속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만성질환의 만연과 같은 노인 건강 

특성 상 노인 인구의 의료수요와 비용부담 증가로 이어

지고 있다[2]. 한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의 비율은 
2012년 총가구 구성비 6.6%에서 2035년에는 15.4%로 
지속 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노인에서 
만연한 건강문제와 1인 가구의 증가들로 인해 노인 부양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서비스에 한 수요는 지속 으

로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3].
노인 인구의 다양한 건강 련 요구에 한 재 방안

의 하나로 동물을 매개로 한 동물의 사회 지지 효과가 

치료 근법으로 제안되고 용되고 있는데, 동물을 매
개로 한 동물매개 치료는 치매노인의 정신상태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 외국에서는 일
이 동물매개 치료(Animal-assisted therapy, AAT) 혹은 
동물매개 활동(Animal-assisted activities, AAAs)의 형
태로 병원과 nursing home에서 범 하게 동물을 활용

한 근을 해오고 있다. AAT와 AAAs은 일반 으로 이

완과 동기부여 등의 정서 인 효과와 활력징후의 향상 

등의 신체 인 효과, 입원환자와 간호제공자간의 의사소
통 진 등의 사회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그러나 이러한 정 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부분의 병원이나 nursing home에서는 살아있는 동물의 
경우 알러지 유발, 감염 가능성  물림, 힘 등의 외상, 
동물매개 질환, 동물들의 스트 스 문제 등에 한 염려

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6]. 특히 노인과 같이 면역이 약
한 상자에게는 오히려 건강에 요인으로 작용할 수

도 있으며, 동물을 돌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
[7-8], 반려동물을 직  키우는 것으로 AAT와 AAAs를 
시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주
거 형태가 공동주택이 많아 더욱 제한 이라 하겠다.
이러한 단 을 보완하기 하여 재 일본과 미국, 유

럽 등 여러 나라에서 동물로 (robot pet) 개발이 활발하
여 일본의 경우 advanced interactive 모델인 물개형태의 
치료용 동물 로 인 'Paro 로 '을[9-10], 미국에서는 최
근 치매 치료용 로 인 물개를 모델로 한 로 인 ‘시로’
와 Teddy Bear 인형을 모델로 한 Huggable을 개발하여 
용하는 등[11] 로 을 이용해 동물매개 치료에 응용하

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동물로 은 상자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는 오락  

기능 뿐 아니라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격려와 편안

감을 제공해 주는 심리  효과, 스트 스 감소  뇌기

능의 활성화와 같은 신체  효과, 의사소통 기회를 제
공해 주는 등의 사회  효과를 포함하여 AAT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2]. 따라서 동물로
은 AAT 용이 어려운 노인의 인지기능 향상  정

서 ·사회  활동의 증가를 한 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다[12]. 
하지만 여러 정 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동물로 에 한 심이 높지 않다. 최근 시설노인을 
상으로 터치 방법을 통해 로 (동물형태가 아닌)과의 상
호작용을 진하고 놀이  요소를 가미한 실버 어로

을 활용하여 그 효과를 평가한 결과[13] 인지와 일상생
활기능 등에서 효과를 보인 반면 노인들의 로 사용에 

한 어려움이 확인되고 그 결과 병동 간호사의 주도하

에 사용할 것을 제안하는 등 재가 노인에게는 제한 인 

측면이 보고되었다. 
재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노인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 특히 정서 으로 도움이 필

요한 노인의 비율과 숫자가 차 증가할 것으로 상되

며 이들을 지원하기 한 자원과 방법에 한 창조  노

력이 요구되는 시 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노인의 
신체   정서  측면에서 원조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지원할 수 있는 “노인 간호 동물로
”에 한 심을 가질 때이다. 
노인의 안녕을 지원하기 하여 동물로 을 활용하고

자 하는 경우 다른 문화권에서 개발된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한다면 사회, 경제, 문화 수 과 내용이 상이한 우리

나라 노인들의 선호도나 경험을 포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7개국에서 1400명을 상으로 Paro
를 용하여 주 인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문화에 의

해 향을 받는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 다[14]. 따
라서 우리나라 노인들에게 동물로 을 용하고자 하는 

경우 먼  어떤 노인에게 어떤 동물로 을 활용할 것인

지에 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들에게 친근하고 도움

을  수 있는 한국형 노인 동물로 을 개발하기 한 

기 자료로서 한국형 노인 간호 동물로 을 구성하는 요

소를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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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포커스그룹 면담(Focus group interview, 
FGI)를 통해 한국형 노인 간호 동물로 의 구성요소를 

심층 으로 악하기 한 질  연구이다. 포커스 그룹
을 이용한 연구방법은 설문조사와 달리 사물이나 사건에 

한 깊이 있는 정황 인 이해가 가능하고, 주제에 한 
개방형 토론을 통해 개별 참가자들의 의견들의 합보다 

더 통합 인 새로운 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15]. 따라서 한국형 노인간호 동물로 에 한 구성요

소를 확인하기 해 포커스 그룹 연구를 시행하 다. 본 
연구 방법을 통해 우리 사회 노인들에게 간호 동물로

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사용집단은 어떤 인구 군을 타
깃으로 해야 하며 어떤 기능을 갖추어야 할 것인지를 확

인하고자 하 다. 

2.2 연구대상

연구를 시행하기에 앞서 연구 상자의 인권 보장을 

해 연구책임자가 속한 기 의 생명윤리심의 회의 

IRB 승인을 거쳐 시행하 다(1040271-201403-HR-001). 
포커스 그룹을 통한 면  상자는 실제로 노인 간호 동

물로 을 사용하게 될 노인 인구군의 보건의료 문가 

집단  재가  시설 노인간호 문가와 의학, 재활, 행
정을 포 하여 노인 문가들로 구성하 으며, 포커스 그
룹의 면  상자 선정 기 은 다음과 같다. 

1) 재가 노인간호 문가 : 가정 방문을 통해서 노인 
환자를 돌보고 있는 간호사로 본 연구 목 을 이해

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

2) 시설노인 문가 : 시설에서 노인 환자를 돌보고 있
는 간호사, 의사, 사회복지사, 재활치료사로 본 연
구 목 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

FGI를 통한 면  상자 선정은 다음의 차로 시행

하 다. 첫째, 2개 그룹 별 잠재  참여자 명단을 확보하

으며, 둘째, 잠재  참여자에게 연구 목 을 설명한 후 

연구목 을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하기를 동의하는 자를 

우선 으로 고려하여 선정하 다. 셋째, 각 그룹 별 상
자 수는 6명 내외를 목표로 하 다.

2.3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4년 8월 6일부터 12월 8일

까지 실시되었다. 포커스 그룹을 통한 면  상자는 실

제로 노인 간호로 을 도입해 사용하게 될 노인 인구군

의 간호  다양한 학제 문가들로 구성하 다. 이후 연
구자들은 연구의 목 과 FGI 진행과정에 해 직  설

명한 후 자발 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상자들

에게 서면으로 연구에 한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

다. 한 수집되는 모든 조사는 무기명으로 실시되며, 자
료수집 과정 에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다

는 것과 응답한 내용은 연구 목 으로만 사용할 것을 알

렸으며 연구에 참여해  상자들에게는 소정의 감사 표

시를 하 다. 
본 연구에 최종 으로 참여한 상자는 총 13명이었

으며, 각 그룹당 FGI는 각 그룹별 1회당 2시간 30분 
후로 진행되었다. 면담시간이 길어진 이유는 상자들이 
매우 흥미로워하여 논의가 지속되면서 상자들이 많은 

의견을 내고 논의에 참여하 기 때문이다. FGI는 먼  7
명의 재가 노인간호 문가 집단을 상으로 진행하 으

며, 이후 6명의 시설 노인 문가 그룹을 상으로 진행
하 다. 1차 면담 이후 2차 면담 여부를 결정하고자 계
획하 으나 상자 모두 2차에서 더 이야기 할 내용이 
없을 것이라 보고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으로 의견을 

확인하기로 하 다. 이후 진술이 모호하거나, 자세한 진
술이 필요한 경우, 상자들과 개별 하여 추가  의

견을 요청하 다. 면담 진행은 FGI연구를 여러 차례 수
행해오고 있는 연구자가 담당하 으며 공동 연구자는 보

조 진행자로 장 분 기를 확인하고 기록하며 면담 후 

디 리핑을 통해 자료의 충실성을 확보하기 한 역할을 

수행하 다. 
면담은 미리 선정한 역의 질문들(노인 간호 동물로
에 한 선행 지식 혹은 정보, 인식, 노인 간호 동물로
의 콘텐츠, 기타)로 구성하 으며 세부 내용은 개념, 
속성, 속성별 구성요소 목록을 작성하고 활용하 다. 모
든 면담 내용은 사  동의를 얻어 녹취하 고 매 인터뷰 

말미에는 연구자들이 디 리핑 과정을 거쳤다. 구체 인 

FGI의 면담의 순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작질문 : 간단하게 소개하는 하는 시간을 가졌으
면 합니다. 성함은 무엇이고 어디에서 근무하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2) 도입질문 : 노인을 상으로 한 로 에 해 들어

보신 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구체 으로 어떤 

내용이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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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질문 : 노인 상자를 한 노인 간호 동물로
에 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 해 주세요. 노
인 간호 동물로 이 노인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4) 주요질문 : 노인 상자를 한 동물로 이 개발된

다면 하드웨어  소 트 웨어 으로 어떤 측면을 

고려해야 할까요? 구체 으로 어떤 형태의 로 이 

효과 일까요?, 동물로 의 크기는 어느 정도가 

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노인 간호 동물로 의 색상과 감은 어떠해야 한

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동물로 의 기능으로는 어

떤 기능이 필요할까요? 동물 이외 다른 형태에 
한 의견이 있으신지요?

5) 마무리 질문 : 토의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
겠습니다. (요약 후에) 잘 요약이 되었습니까? 이
야기하신 것 에서 빠진 것이 있거나 추가하고 싶

은 의견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말 해 주세요.

2.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FGI 에 녹취된 내용을 참여자의 말 

그 로를 모두 필사한 필사본, 연구자가 토의 진행 에 
작성한 장노트  디 리핑 노트 다. 필사가 완료된 
자료는 FGI에 참여하여 장노트를 작성한 다른 연구자
가 감수하 다. 수집된 자료의 총량은 A4용지 84페이지
다. 
본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연구자들은 수집된 자료를 

읽으면서 그룹 토의를 진행하 고, 기록한 장노트와 
FGI 필사본을 이용하여 상에 한 폭넓은 이해를 증
진시키고자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방법을 이용하
다. 우선 연구자가 필사된 수집자료를 여러번 반복하여 
읽으면서 의미있는 단어, 문장, 단락을 선택하여 개방코
딩을 한 후에 유사한 문장과 단락으로 구분하고, 구분된 
문장에서 하 주제를 찾았으며, 최종 으로 주제를 도출

하여 명명하 다[16]. 즉 유사성에 해서는 통합하고, 
반복되지 않은 속성은 제거하면서 연구자간 응답 내용에 

해 각각 분석한 후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논의를 통하

여 재분류하 으며, 수집된 자료를 반복 으로 읽으면서 

비교분석하 다. 이 게 도출된 개념을 통해 한국형 노

인 간호로 을 구성하는 가장 합한 구성요소를 도출하

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상자의 일반  특성은 표 1과 같
다. 상자는 여성이 체를 차지하 으며, 연령은 평균 
40.62(±9.26)세로 40 의 비율이 38.5%로 가장 많았다. 
69.2%가 기혼이었고, 교육정도는 38.5%가 석사이상이
었다. 종교는 69.2%의 상자가 없다고 응답하 고 

상자의 직업은 69.2%가 간호사이었다. 재 근무지는 

노인병원(46.2%)과 종합병원(30.8%)이 많았다. 재 근

무부서는 가정간호 과 진료외래  행정 이 각각 

23.1%로 많았으며, 재 근무부서의 근무경력은 평균 

86.31(±98.45)개월로 5년 이하가 61.5% 으며, 총 임상
근무 경력은 평균 190.38(±98.49)개월로 20년 이상이 
38.5%로 가장 많았다(Table 1).

3.2 주제

총 13명의 노인 문가들의 진술을 요약하면 Table 2
와 같으며 이를 내용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노인 간호 동물로 의 효용, 노인 간호로 의 형태  기

능으로 3개 역의 큰 주제  각 주제별 하부 주제가 
도출되었다(Table 3).

3.2.1 노인간호 동물로봇의 효용성 인정

연구 참여자들은 노인 간호 동물 로 에 해 잘 알고 

있지 않았으며 면담  그 효용성에 해서 정  입장

을 피력하고 로 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집단과 이

유에 해 의견을 제시하 다.

1) 간호동물로 의 효용이 인정되는 노인집단

본 연구 상자들은 주로 간호 동물로 은 재가 1인
가구 노인에게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외로우니까 애완용 동물처럼 동
물로 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고 .....”

“독거 노인은 혼자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어렵고....”

2) 간호로 과 함께함으로 인한 정  효과

노인 간호로 에 한 인식으로는 도움이 된다고 인

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함께 있다는 느낌과 말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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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Respondents %

Gender
Male 0 0.0

Female 13 100.0
Age Mean±SD 40.62±9.26

21-30 3 23.1
31-40 3 23.1
41-50 5 38.5
51-60 2 15.4

Spouse Yes 9 69.2
No 4 30.8

Education
(degree)

Bechelor 8 61.5
Master’s & up 5 38.5

Religion Yes 4 30.8
No 9 69.2

Occupation Nurse 9 69.2
Physician 1 7.7

Social worker 1 7.7
Physical/occupationa

l therapist
2 15.4

Affiliation
(Organization)

General hosital 4 30.8
Geriatric hospital 6 46.2

Nursing home 2 15.4
Etc. 1 7.7

Affilation
(Setting)

Geriatric ward 2 15.4
Home care 3 23.1

Outpatient/managem
ent

3 23.1

Medicine 1 7.7
Physical/occupationa

l department
2 15.4

Social work 1 7.7
Etc. 1 7.7

Current work 
experience
(Months)

Mean±SD 86.31±98.45
≧60 8 61.5

61-120 2 15.4
121-240 1 7.7
241≦ 2 15.4

Total work 
experience 
(months)

Mean±SD 190.38±98.49
≧60 3 23.1

61-120 1 7.7
121-240 4 30.8
241≦ 5 38.5

Total 13 1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Participant Statements
Subject1 Robot pet would be good especially for elderly who 

live alone, because they usually are lonely and 
isolated. Like pet animal, robot pet also be helpful 
for them. 
I think robot pet should not be heavy or large in 
consideration of frail elderly... small dog size will 
be good ....the size that elderly can hold, carry and 
hug easily.

Subject2 3-5 kg would be suitable, with that weight, even 
frail elderly are able to handle no matter what their 
positions are...in addition, small size with curve in 

이  되는 등 노인들의 외로움을 덜어  수 있다는 에

서 정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군가 나와 함께 있다는 동반자 인 느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외로우니깐 일단은 군가가 에 있다는 것만으로

도 안정감을 느낄 것 같아요.” 

3) 간호로 을 어하면서 경험하는 정  효과

간호로 , 특히 감성로 의 경우 노인이 로 에게 자

극을 주어야 로 이 반응하게 되므로 이로 인해 노인이 

지속 으로 로 을 돌보는 행 를 하는 과정에서 만족감

을 통한 정  효과를 상하 다.

“자기가 어를 받는 것도 좋지만 군가를 어를 
해 주는 것도 심리 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로  같

은 경우에 무언가를 해줘야 되고, 노인이 계속 반응을 해
줘야 되고.... 이 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노인들이 해  수 있는게 있으면 괜찮죠... 자신의 
역할이 어드는 것에 해서 정서 으로 힘들어 하니

깐....”

3.2.2 노인이 다루기 편안한 로봇 형태

1) 크기 : 노인 간호로 의 크기에 해서는 반 으

로 작고 무겁지 않아 노인들이 안거나 들고 다니기 편해

야 한다고 하 다. 

“구체 으로는 신생아 크기의 3kg 정도, 는 안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애완견 크기로 3~5kg 정도가 당
할 것 같아요.”

“성인 크기의 로 보다는 작은 체형의 로 .....곡선도 
있고... 그런 로 이 다가가기가 마음이 편하더라구요....
작은 로 .... 큰게 있으면 화감이 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애완견 크기... 안고 다닐 수 있을 정도.. 무겁지 않
고... 어른신들이 기운이 없고 쇠약해 있는 상태니까...”

2) 형태 : 노인 간호로 의 형태에 해서는 부분의 

상자들이 반려동물을 연상하는 응답을 내 놓았다. 그 
에서 가장 흔히 제시된 동물은 강아지 다. 소수 의견
으로 식물도 당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Table 2. Statements by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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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pe and soft in touch will be needed to increase 
elder's acceptance. If it's too large, elderly might 
feel overpowered rather than friendliness...
Verbal response like ‘thank you', 'I love you' to 
elderly would be effective...

Subject3 Elder who lives alone feel loneliness easily and 
being with robot pet would allow them comfort and 
secure feeling.
People often feel happiness and accomplishment 
while caring others, and elder could feel same way 
when they care robot pet...
Familiar pet like dogs and cats are good model for 
robot pets' shape and appearance... Elderly would 
feel comfortable with them since most of them have 
been acquainted with those kinds of pet animal...
If robot pet respond to elder's behavior including 
touching or patting, elders are able to experience 
mutual respect ....and if possible, I wish robot pet 
could respond elder's emotion even....for example, 
eye and mouth shape changes along with elder's 
mood ...

Subject4 Elderly persons complain that they feel useless since 
their role shrunk up while they age, therefore 
assigning some role in caring robot pet would be 
useful.
Becoming family members' eyes and ears would be 
really needed function in developing geriatric robot 
pet, since nowadays, family members usually live 
separately or work out during daytime, and they 
worry about their parents about being alone at 
home. 

Subject5 It is almost impossible to detect any problematic 
events of elderly who live alone....and having 
company is always good for people not just for 
elderly.
Alarm and monitoring function for the problematic 
events such as falls, fire, and....will be appropriate.

Subject6 Geriatric robot pet would be necessary for elders 
who live alone, because no one knows what 
happens in their homes and most of them are 
isolated and feel lonely.
I believe small dog like maltese are the most 
appropriate shape for robot pet because they are 
familiar and not threatening to elderly person. 

Subject7 Geriatric robot pet would not be necessary in the 
institution because experts and care workers are 
around all the time.
Cute little dog of 2-3 kg such as maltese and poodle 
would be good because they are small and soft.....
Parrot is quite good model for geriatric robot pet 
because it naturally repeats a person's voice....in 
addition, the elderly persons often have experience 
to raise them in their past to my knowledge....

Subject8 I think average newborn baby size of 3kg and more 
or less will be most appropriate for geriatric robot 
pet, in that way, elderly could cuddle and handle 
without problem.
Cute dog like maltese will be good model for robot 
pet...they are small, soft, bright.
Plants also should be considered....elderly can water 
and raise plants.....the plant would grow, effloresce, 
and run to seed and those process could give 
satisfaction to elderly. 
Respond and talk via sensor would be desirable, for 

example, take a bow or greet a elderly 
Subject9 Geriatric robot pet better allow elderly to do 

something for robots, since most elderly want to 
play meaningful role in relationship.
Human shape should be avoided, because I believe 
most people feel awkward with human shape. 
Instead, animal shape would be preferable. Some 
elderly in our institution name a doll and play with 
them without any resistance. 
Interactive functions are required, since even elderly 
patients also want response from counterparts when 
they talk or take actions.....

Subject10 Being with robot pet would be the same with being 
with someone, therefore it is useful for elderly who 
live alone because they usually feel lonely and 
isolated. 
Self travelling function which could detect any 
events such as falls, biorhythm,....additionally, 
passing those information automatically to the 
hospital and/or family members will be ideal. 

Subject11 Care-requiring contents including changing diapers 
and feeding, such as Damagochi, would be 
effective...
Robot pet better play a role as bridge between 
elderly and family members who don't live together. 

Subject12 Teddy bear shape with 30cm-long would be suitable 
size for geriatric robot pet..
Monitoring elder's situation is necessary since 
family members living far away often concern about 
their parent's wellbeing...if possible, delivering 
elder's condition for 24hours to their children would 
be ideal...

Subject13 Animal such as dog and bear would be 
appropriate...not so heavy or large in size....
Radio or MP3 function also be good in addition to 
monitoring function...

“인간의 외형을 띄고 있는 로 이라면 먼  거부감도 

들고.... 오히려 동물 쪽이면... 동물 쪽이면 희 어르신
들도 인형을 가지고 말도 거시고... 화까지는 아니지만 
만들기를 하면 인형에게 이름도 붙여주시고 하는 것을  

보면 정서 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강아지... 강아지가 가장 하고 친숙하니깐....”
“개나 고양이 이런 정도 수 ... 그 정도 형태 곰인형

이라든지... 그 형태 정도가 당할 것 같아요....”
“귀엽게 생긴 것.. 말티즈... 많이 안 크고 털도 복슬복

슬한 그런 개...”
“앵무새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말 따라 해주고..”
“동물도 괜찮긴 한데 식물이 싹을 틔워서 꽃을 피우

고 하는게 크는 과정을 보면 키우는게 늘 죽지 않고 일

정시간동안 크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있으면 ... 참 괜
찮을 것 같아요....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런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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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Theme Specify
Acknowledgme
nt of usefulness 
of geriatric 
robot pet 

(1) User group of 
geriatric robot pet Elder who lives alone

(2) Positive effect 
through being with 
robot pet

Having a company

(3) Positive effect 
through caring robot pet

Satisfaction, sense of 
accomplishment, 
increased self-esteem 

Establishing 
elder-friendly 
appearence

(1) Appropriate weight 
to cuddle and carry 3kg (more or less)

(2) Animals that 
familiar to elder Dog, cat, parrot

Elderly’s and 
their family 
members’ 
needs centered 
function 

(1) Interaction  

Response to stimuli 
coming from elder; 
function which needs 
elder’s care

(2) Monitoring

Monitoring health and 
activity state; 
communicating with 
others

Table 3. Major theme, sub-theme and attribution3.2.3 노인과 가족의 니즈를 모두 포함하는 기능

1) 상호작용 : 노인 간호로 에 한 기능으로는 피면

담자의 부분이 상호작용이 가능해야 한다고 하 다. 

“옛날 희 어릴 때 다마구 처럼 애기 안 듯이 기

귀를 갈아주고 밥을 주고... 조 의 어를 할 수 있는 기

능이 있으면.....”
“말도 좀 하고, 센서가 있어서 노인이 움직이면 인사

하는 로 ....”
“노인환자라고 하면 어느 정도 본인이 뭔가를 줬을  

때 반응이 있는 역할이면 좋겠는데... ”
"반응을 해  수 있는 로 .. 뭔가를 줬을 때 고맙습

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2) 모니터링 : 연구 참여자들은 노인인구를 상으로 
하는 동물 로 은 재가 1인가구 노인에게 합하다는 바
탕 에서 다양한 내용을 모니터링 하는 기능이 필요하

다고 보았다.

“재가 독거 노인이라고 하면 먼 거리에 사는 자녀분
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평안하
신지 그게 문제이니깐....”

“제 생각에는 ...로 의 에 모니터를 달아서 24시간 
보호자에게 정보를 달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동하면서 환자의 생체리듬을 악하면서 이 환자
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당이 떨어지거나 하면 병원이랑  

연계가 되어서 이 게 연락을 해주고 하는 서비스가 있

는.....”

4. 논의

본 연구는 노인인구 증가와 그로 인한 다양한 건강 요

구 증가에 한 상을 바탕으로 노인의 신체   정서

 건강에 이득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동물 로 개발을 

염두에 두고(그러나 형태를 동물에 국한하지 않는) 우리
나라 노인 맞춤형 로 개발을 한 정보를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해 재가  시설에 근무하는 노인 건
강 리자 13명을 상으로 FGI를 거쳐 3 주요 주제  
7개 구체  주제들을 확인 하 다.
먼  상자들은 노인 간호로 의 효용성을 인정하면

서 특별히 노인 간호로 이 필요한 노인 집단으로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1인가구 노인 집단에게 가장 효용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의 비율은 2012년 총 가구 구성비의 
6.6%에서 향후 2035년에는 15.4%로 지속 으로 증가할 

것으로 상되고 있다[17]. 그런데 우리나라의 노인 복
지 정책은 노인의 일차 인 욕구를 해결하는데 을 

두어왔고 그 결과 기 생활수 상자 는 장기요양

상자를 상으로 한 정책이 주를 이루어 왔으며 그 결과 

1인 가구 비수 노인의 사회  욕구는 배제되는 경향이 

문제 으로 지 되고[18]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재
가 1인가구 노인에게 동물로 이 필요하다고 한 의견은 

타당하고 시의 하며, 노인들의 교육  경제 수 이 

증가하여 1인가구 노인의 특성이 다양해지고 있는 실
에[19] 비추어 동물로 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노인

집단을 분류하고 그에 맞는 컨텐츠를 개발 제공하는 노

력이 요구된다.  
시설에 근무하는 문가들 역시 시설보다는 1인 가구 

노인에게 간호 동물로 이 한 것으로 의견을 개진하

다. 그 이유로는 혼자 사는 노인의 외로움을 달래  
수 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외로움(10.2%)은 노인 
우울의 요한 이유로 건강(32.6%), 경제  어려움

(30.8%) 다음으로 요한 요인이다[3]. 우울증상이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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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각은 1인가구 노인에서 더 심각하여 우울증상이 
41.2%, 자살생각이 15.1%로 인구 집단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3]. 외국에서는 이러한 노인의 우울과 외
로움, 무기력, 권태를 해결하기 한 방안의 하나로 동물
매개 치료가 각 을 받고 있다[20]. 따라서 본 연구 결과 
문가 집단에서 노인의 외로움과 련하여 간호 동물로

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한 결과는 의의가 있으

며 앞으로 노인을 한 로 을 개발하는 경우 특히 1인
가구 노인을 상으로 그들의 니즈를 확인할 필요가 있

겠다.  
본 연구에 참여한 노인간호 문가들은 동물로 은 1

인가구 노인에게 특히 필요성인 인정된다는 시각들을 피

력하 는데 그 이유로 군가와 함께하는 것 자체에 의

미를 두었다. 1인 노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
에서도 시니어쉐어하우스와 같은 공동거주 형태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거주형태에 호의 인 노

인들 역시 주된 이유를 외로움과 고독감을 덜기 해서

로 보고[21]하고 있어 동물 로 이 1인 가구 노인들에게 
그들로 하여  군가와 함께 있는 느낌을  수 있는 

기능을 갖춘다면 이득과 효용성이 확실해 보인다. 
본 연구 상자들은 간호 동물로 이 반려의 의미로 

노인들의 외로움을 달래  뿐 아니라 동물 로 을 어

하는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정  효과 역시 의

미있다고 보고하 다. 이는 보통 노인에게 어를 제공
하고자하는 문가들은 노인에게 결여되어 있는 기능에 

심을 두고 그 결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구하는 시각

과는 측면으로 다른 시각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의견은 

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실제로 다수의 노인들은 
사회를 하여 기여하면서 삶의 보람을 찾고자 하는 경

향이 있다[22].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노인들은 사회와 
노인간의 철회와 단 로 인해 상호작용이 차 감소하게 

되고[23] 주변에 해 기여할 기회도 사라지게 된다. 더
구나 오늘 날 우리나라에서도 홀로 사는 노인이 많아지

면서 자신을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느끼게 되는 이 

우울의 한 요인으로[24] 지 되고 있어 노인 간호 동물

로 을 개발하는 경우 상을 돌 으로서 노인의 존재가

치에 도움을 주는 측면에도 심을 가지고 컨텐츠를 개

발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다음으로 노인 간호로 의 외형과 련하여 크기는 

반 으로 작고 무겁지 않은 크기를 선호하 으며 그 

이유는 노인들이 다루기 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

서 노인간호 로 의 크기는 노인이 다루는데 용이한 정

도의 무게와 크기 즉 3kg내외를 제안하 다. 일본에서 
개발되어 비교  리 그 효용이 인정되고 있는 Paro의 
경우 길이는 57cm,무게는 2.7kg[25]과 유사하다. 본 연
구 참여자들은 Paro에 한 선행 정보가 없었는데 유사
한 크기를 보고한 것을 볼 때, 이 정도의 크기와 무게가 
일반 인 노인들이 다루기 합한 범 인 것으로 사료된

다. 로 의 종류로 선호하는 동물의 형태는 강아지 다. 
동물 로 의 형태는 강아지나 고양이와 같은 친숙한 동

물, 물개와 같이 친숙하지 않은 동물, 상상의 동물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6]. Paro가 물개의 형태로 제작
된 이유는 고양이 형태와 물개 형태의 로 을 제작한 후 

각 동물에 한 상자들의 선행 정보가 향을 미치는

지 검증한 결과[26] 고양이 로 에 해서는 실제 고양

이와 비교하여 부드러움 정도와 반응 여부에 해 불만

을 나타냈다. 연구자들은 반면에 잘 알지 못하는 물개라
는 동물의 형태를 지닌 로 에 해서는 사  정보가 없

기 때문에 수용도가 상 으로 더 높다는 결론을 제시

하 다. 따라서 본 연구 응답자들은 3kg내외의 강아지를 
가장 합한 동물로  형태로 제안하고 있으나, 실제 제
작하 을 때 노인들에게도 만족도가 높을 것인지에 해

서는 사용자 집단을 상으로 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응답자들은 노인 간호 동물로 을 개발할 

때는 한 기능을 탑재하는 것이 요하다고 하 다. 
그러한 기능으로 먼  노인과 로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

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노인 간호 동물로 의 효용성

에서도 이미 언 된 내용으로 상호작응을 통해 군가에

게 가치있는 존재로서의 느낌을  수 있음이 첫 번째 

이유이고, 다음으로는 상호작용을 통해 외로움을 달랠 
수 있으며, 끝으로 다양한 자극을 주고 받을 수 있기 때
문이라고 하 다. 외국에서 치료 목 으로 개발된 Paro
를 이용하여 7개국에서 평가한 결과 나라마다 차이가 있
는 가운데 반 으로는 노인과 Paro간에 상호작용이 
진되는 것과 실제 동물과 상호작용하는 것 같은 편안

함에서 높게 평가된 결과[14]와 일치하는 의견이다. 따
라서 우리나라 노인을 해 동물 로 을 설계하는 경우 

상호작용의 요성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 
선행연구 결과에서[13] 지 했듯이 터치 스크린을 터치

하는 방법으로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경우 노인 상자

들이 사용상의 어려움을 드러낸 것을 볼 때 보다 노인친

화 인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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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결과 동물로 에 포함되어야 할 기능으로 노

인 상자의 생활상태 혹은 건강상태를 모니터 할 수 있

는 기능을 필수 이라 보았다. 이러한 기능은 고령화 사
회에서 재가 노인의 건강과 생활을 지원하는 유헬스

(U-Health) 개념과 맞닿아 있다. 유헬스는 IT기술을 의
료에 목하여 유무선 네트워킹을 활용하여 시설이나 가

정 어디서나 활용 가능한 서비스를 총칭하는데[27] 노인
복지 비용 감 요구로 인해 심이 차 증가하고 있다

[28]. 이러한 모니터링 시스템은 노인에게는 가족이나 
친지와 같은 외부와의 연결을 활성화 해주는 방법으로 

 시 응은 물론 외로움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29]. 
그간 유헬스는 주로 디지털 혹은 스마트 홈서비스의 개

념으로 다루어져 오고 있는데 동물로 과 유헬스 서비스

를 결합하여 건강  생활 상태 모니터링  정보교환 

기능을 탑재한다면 시 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리자 그

리고 방문 간호사등 노인간호 문가 13명을 상으로 
FGI를 수행하여 한국 노인에게 동물로  활용이 타당한

지, 타당하다면 구에게 어떤 로 이 개발되는 것이 

합하지 확인하 다. 그 결과 한국의 노인에게도 동물로
은 효용성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지역사회에 거주하

는 1인 가구 노인에게 할 것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

다. 특히 1인 가구 노인에게 노인 간호 동물로 이 효용

성이 있다고 보는 근거는 외로움을 덜어주고 상호작용을 

통한 자기가치감 증가이었다. 노인 간호 로 의 형태로

는 사람 형태 보다는 강아지, 고양이, 앵무새 들이 합
하다고 하 다. 동물의 종류에 한 의견은 다양했으나 
크기에 해서는 부분의 응답이 3kg 내외의 크기이며 
곡선의 형태로 노인들이 다루기 편해야 한다고 하 다. 
동물로 의 기능은 노인의 사회심리   건강 요구 외 

가족의 요구도 반 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크게 두 

가지 즉 상호작용기능과 모니터링 기능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의 제한 은 노인간호 문가를 상으로 하

여 효용성과 구성요소를 확인하 으므로 사용자 집단인 

노인에게 그 로 용가능한지에 한 확인이 필요하다

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 집단을 상으로 질   양  

연구를 통해 실제 사용자 집단이 수용 가능한 간호로

의 속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우
리나라에서 노인간호 로 이 개발되는 경우 효용성이 인

정되며 구성 요소가 확인된 것은 의미있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노인 간호 로 의 속성에 한 큰 범

를 제시하 는데 후속 연구들에서는 보다 구체 으로 

각 주제별로의 컨텐츠에 해 탐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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