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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동거형태에 따른 자아존중감, 건강상태,
생활만족도에 관한 조사연구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가족제도는 산업사회의 도래와 함께 대가족 제도가 핵가족 제도로 변화하면서 노
인층과의 접촉기회가 줄어들어 노인에 대한 이해부족과 노인 경시의 사회적 문제를 우려하
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정에 65세 이상의 노인이 80-90대의 부모를 돌봐야 하는 세대
수가 늘어나게 되어 가정 내의 노동력 부재와 경제적 빈곤, 건강 악화, 사회적 고립과 소외,
삶의 보람과 희망상실 등의 노인문제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게 되었다(박오
장, 1996).
가족구조의 핵가족화는 노인부양에 대한 의식구조를 변화시켜 노부모는 반드시 장남이 모
셔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치관이 서서히 붕괴되어 장남과의 동거율은 감소하는 반면 차남이
나 삼남 등 다른 아들과의 동거율과 출가한 딸 가족과의 동거, 노부부만의 동거율과 독거노
인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이민하,2000). 이러한 노인의 동거형태는 노후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한국노인의 동거형태에 관한 연구는 노인 생
활실태 분석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거형태가 노후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노인의 동거형태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이 동거형태에 따라 노년기의 질적인 삶을
유지,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자아존중감과 건강상태를 비롯해 노후생활
적응의 지표로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생활만족도를 측정, 비교해 봄으로써 노인의 동
거형태가 그들의 생활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노인을 대상으
로 자아존중감이나 건강상태 혹은 생활만족도를 조사한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어 왔으나 동
거형태의 분포나 동거형태에 따른 이들 개념의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 자기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Rosenberg, 1965)로서 노화과정과 사회적인 역할
상실로 인해 손상되기 쉽다(최영아, 박점희, 1999). 그러므로 노년기의 질적인 삶을 유지, 증
진시키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의 연구들(강영실, 박옥희, 1999 ; 김정선,

1998 ; 최영아, 성기월, 1997 ; 박점희, 1999)에서는 대부분 결혼한 딸과의 동거에 따른 자아
존중감을 제시하지 않거나 동거가족 유무 혹은 배우자 유무에 따른 자아존중감만을 보여주
고 있다.
건강상태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간의
총체적 안녕상태로 선행 연구들(김경애, 1998 ; 박태숙, 1992 ; Heidrich, 1993 ; Liang, 1986)
에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밝혀졌으나 재가노인과 시설노인, 가족 동거
노인과 독거노인의 건강상태를 비교(박태숙, 1992 ; 최영희, 김문실, 변영순, 원종순, 1990)하
는 데 그치고 있다. 동거형태별 건강상태의 차이를 조사한 연구가 박오장 등(1979)과 박오장
(1983)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이에 관한 연구가 없어 급변하는 21세기의 실태를
비교할 연구가 전무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생활만족도는 생활전반에 걸쳐 느끼는 한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에 대한 판단 혹은 자신의
기대에 대한 충족으로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 성별, 연령, 종
교, 건강 상태, 생활수준, 동거형태, 교육정도, 사회교육 참여, 사회단체 참여 등으로 규명되
었다(박계범, 1986 ; 이우복, 1993 ; 장상희, 1983 ; Fisher, 1995 ; Foster, 1992). 또 생활만
족도가 가족지지와 의미 있는 사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Wayne 등(1985) 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동거형태별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동거형태를 동거형, 별거형으로 단순 분
류한 연구가 대부분(최은영, 1981 ; 장상희,1983 ; 김종숙, 1987 ; 조옥희, 1991)이며 이를 세
분화한 선행연구들(김경혜, 1998 ; 김도환, 2001b)은 국내외적으로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동거형태를 결혼한 아들가족과의 동거, 결혼한 딸가족과의 동거, 미혼 자녀와의 동
거, 부부만의 동거, 독거로 세분화하여 노인들의 동거형태별 분포를 조사하고, 동거형태별
자아존중감, 건강상태 그리고 생활만족도의 차이와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밝혀봄으로써 급
변하는 미래사회의 노후생활 설계 지침 및 간호요구 분석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
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목적을 갖는다.
1) 대상 노인들의 동거형태를 파악한다.
2) 노인들의 동거형태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확인한다.
3) 노인들의 동거형태에 따른 건강상태의 차이를 확인한다.
4) 노인들의 동거형태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확인한다
5) 노인들의 자아존중감, 건강상태, 생활만족도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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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동거형태
동거형태란 누구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거주형태
또는 가구형태, 가구구성 등의 용어가 있다(김경혜, 1998). 본 연구에서는 독거, 결혼한 딸과
의 동거, 결혼한 아들과의 동거, 미혼 자녀와의 동거, 노부부만의 동거로 구분한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이란 자아개념의 평가적인 요소로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가치 있는 인
간으로 인지하는 것이다(Taft, 1985).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전병재
(1974)가 번역한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3) 건강상태
건강상태란 건강에 대한 본인의 지각정도와 병리적인 상태 및 신체기능의 저하에 의해 일
어나는 기능 및 능력장애에 대한 평가이다(최영희, 김문실, 변영순, 원종순, 1990). 본 연구에
서는 최영희 등(1990)에 의해 개발된 노인의 건강상태 측정도구로 신체적, 심리적 건강상태
를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4)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란 생활을 통해 자신이 기대했던 삶과 실질적으로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감의 합
일 정도로써(김수연, 1987) 본 연구에서는 1982년 윤진에 위해 개발된 노인의 생활만족도 측
정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노인의 동거형태를 조사하여 동거형태에 따른 자아존중감, 건강상태, 생활만족
도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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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절차
연구 대상자는 J시에 거주하고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이 있고 인지장애가 없으며
연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210명의 만 65세 이상의 남녀 노인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2002년 1월 10일부터 2002년 2월 10일까지 1개월간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이해하고 사전 지
도를 받은 연구보조원 1명과 연구자가 J시에 소재한 경로당 5곳 및 노인 복지센터 1곳을 방
문하여 개별적으로 질문지를 직접 작성하게 하거나 시력장애가 있는 경우 연구자가 이를 읽
어주고 반응을 구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3. 연구 도구
1) 자아존중감 측정도구
전병재(1974)가 번역한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측정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
으로 긍정적인 문항 5문항, 부정적인 문항 5문항으로 구성되어 최소 10점에서 40점까지의 4
점 척도이며 도구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75로 나타났다.
2) 건강상태 측정도구
최영희 등(1990)이 개발한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사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노인의 신
체적 건강사정 도구는 감각능력 2문항, 소화기계 관련능력 5문항, 개인위생 활동능력 4문항,
배설조절능력 2문항, 대외활동능력 5문항, 성생활능력 2문항의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고, 노인의 심리건강 사정도구는 정신과 정서적 영역의 총 1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
항에 대해 3점 척도로 반응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적, 심리적 건강상태가
좋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93으로 나타났다
3) 생활만족도 측정도구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윤진(1982)의 노인생활만족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3점 척도로 반응하게 되어 있으며 최소 20점에서 최고 60점까지이며 도구의 점수가 높
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6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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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PC를 이용하여 전산 통계처리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
였다.
1) 대상자의 동거형태에 따른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2) 대상자의 동거형태에 따른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의 차이는 ANOVA를 이용
하였고 그 차이에 대한 사후검증은 Duncan test로 하였다.
3) 건강상태와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는 단순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5. 연구의 제한점
일 도시지역 소재의 경로당과 노인복지센터 입소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
를 전체 노인에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Ⅲ 연구결과
1. 노인의 동거형태별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동거형태별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동거형태별 분포는 전체 대상자 210명 중 노부부 동거군이 3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결
혼한 아들과의 동거군(29.1%), 독거군(21.4%), 결혼한 딸과의 동거군(10.9%), 미혼자녀와의
동거군(7.6%)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41.4%, 여자가 58.6%였다. 남자의 경우 노부부
동거군(18.1%)과 결혼한 아들과의 동거군(12.9.%)이 많았고 여자의 경우 독거군(16.7%)이나
노부부 동거군(12.9%)이 많았으며 결혼한 딸과의 동거는 여자노인이 9.5%로 남자노인
(1.4%)에 비해 7배가량 높았다.
연령별로는 65-69세가 46.7%로 가장 많았고, 70-74세가 26.2%, 75-79세가 15.2%, 80세 이
상이 11.9% 순으로 나타났으며 65-69세에서는 노부부 동거군이 22.4%로 가장 많았고,
70-74세에서는 독거군이 8.1%, 75-79세에서는 결혼한 아들과의 동거군이 5.2%, 80세 이상에
서는 결혼한 아들과의 동거군이 4.3%로 다른 군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결혼상태 조사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60.5%,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39.5%로 나타났
다. 종교의 경우, 종교를 갖고 있는 노인이 64.8%로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노인(35.2%)에
비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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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도는 무학이 61.9%로 가장 많았고 국졸이 21.9%, 중졸이 8.5%, 고졸이상이 7.6% 순
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64.8%이 무직으로 전체적으로는 무직의 비율이 놓았는데 노부부 동
거군의 경우 유직인 노인이 18.2%, 무직인 노인이 12.9%로 다른 군과 상반된 비율을 보였
다.
용돈이나 생활비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답한 경우는 독거 노인군에서 11%로 가장 많았고
‘충분하다’고 답한 경우는 결혼한 아들과의 동거군에서 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노인의 동거형태별 자아존중감
동거 형태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총 40점에서 미혼자녀와의 동거군이 26.0점으로 가장 높았
고 다음으로 노부부 동거군이 25.8점, 결혼한 아들과의 동거군이 25.0점, 결혼한 딸과의 동
거군이 24.7점, 독거노인군이 24.4점 순이었다(Table 2). 자아존중감은 동거형태에 따라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2.52, p=.042), Duncan test에 의한 사후검증 결과 대상노
인의 자아존중감은 노부부 동거군, 결혼한 아들과의 동거군, 그리고 미혼자녀와의 동거군이
각각 독거노인군이나 결혼한 딸과의 동거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동거형태별 건강상태
동거형태에 따른 건강상태(Table 3)는 노부부 동거군이 95.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결
혼한 아들과의 동거군이 92.9점, 미혼자녀와의 동거군이 89.8점, 독거노인군이 84.4점, 결혼한
딸과의 동거군이 83.8점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9.53, p=.000). Duncan test를 이용
한 사후검증 결과 노부부 동거군과 결혼한 아들과의 동거군의 건강상태가 독거노인군과 결
혼한 딸과의 동거군의 건강상태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건강상태는 노부부 동거군이 51.3점, 결혼한 아들과의 동거군이 49.3점, 미혼자녀와
의 동거군이 49.3점, 독거노인군이 47.7점, 결혼한 딸과의 동거군이 46.3점 순으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F=3.98 p=.003), 심리적 건강상태는 노부부 동거군이 44.0점, 결혼
한 아들과의 동거군이 43.6점, 미혼자녀와의 동거군이 40.4점, 결혼한 딸과의 동거군이 37.4
점, 독거노인군이 36.7점 순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14.26, p=.000). 또
사후검증 결과 대상노인의 신체적 건강상태는 노부부 동거군이 독거노인군이나 결혼한 딸과
의 동거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심리적 건강상태는 노부부 동거군과 결혼한 아들과의 동거
군에서 독거군, 결혼한 딸과의 동거군, 미혼자녀와의 동거군보다 각각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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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인의 동거형태별 생활만족도
동거형태에 따른 대상자의 생활만족도(Table 4)는 결혼한 딸과의 동거군이 44.5점, 결혼한
아들과의 동거군이 44.3점, 미혼자녀와의 동거군 및 독거군, 노부부 동거군이 각각 44.2점 순
으로 결혼한 딸과의 동거군에서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
는 보이지 않았다(F=.03, p=.997).
5. 자아존중감, 건강상태, 생활만족도간의 상관관계
연구 대상 노인들의 자아존중감, 건강상태, 생활만족도간의 상관관계는 <Table 5>와 같다.
연구 결과를 보면 자아존중감과 건강상태(r=.1798, p=.009), 건강상태와 생활만족도 (r=.1501,
p=.029)간의 상관관계는 다소 약하지만 유의한 수준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자아존
중감과 생활만족도(r=.0807, p=.243)간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Ⅴ. 논 의
J시 거주 노인 210명을 대상으로 동거형태에 따른 자아존중감, 건강상태,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확인하고 개념 간의 상관관계를 밝힘으로써 장래 노후생활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대상노인의 동거형태별 분포는 노부부 동거군이 3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결혼한 아
들과의 동거군(29.1%), 독거군(21.4%), 결혼한 딸과의 동거군(10.9%), 미혼자녀와의 동거군
(7.6%)의 순이었다. 약 20년 전의 연구(박오장, 1983)에서는 아들과 동거하는 노인이 53.5%
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고 노부부 동거 노인이 15.3%, 독거노인이 9.4%, 결혼한 딸과 동거
하는 노인이 3.5%를 차지한 것에 비해 오늘날은 노부부만 동거하는 경우와 독거노인의 노
인 단독가구가 52.4%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인 단독 가구의
증가는 경제적 부양문제와 함께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한지은, 1999)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간호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성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한 딸과의 동거군이 전체 대상노인의 10.9%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인의
건강상태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김경애(1998)의 연구에서 딸가족과 사는 노인이 전체 200명
중 3.5%를 차지했고 윤종희, 이해경(1997)의 연구에서 전체 242명 중 8.7%를 차지했던 것에
비해 높은 비율로 예전에 비해 결혼한 딸과 사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또 남성노인보다 여성 노인이 결혼한 딸과 함께 사는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여성의 사회진
출이 증가하면서 여성 노인이 가사, 육아 등의 일을 통해 세대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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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신동순(1996)의 연구에서도 가족구성원들은 노인에 대해 특별한 역
할이 없다고 인지하는 반면 노인들은 실제로 가사에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였고
앞으로 가정에서 노인의 역할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동거형태가 기존의 전통적
유교사상에서 벗어나 가장 합리적인 형태로 변화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동거형태에 따른 노인의 자아존중감은 총 40점 중 미혼자녀와의 동거군(26.0점)에서 가장
높았고, 독거 노인군(24.4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최영아, 박점희(1999)의 연구결과
와 일치하는데 노부부나 미혼자녀와 사는 노인에게서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자
녀와 동거하는 노인이 자식에게 느낄 수 있는 심리적 부담감이 적고 가족 내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서도 혼자 사는 데서 오는 소외감이나 우울 등이 적기 때문이고 또 자녀의
필요성에 의해 동거하는 경우(송주은, 1993)에 자아존중감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해석된다.
동거형태에 따른 건강상태는 노부부 동거군이 신체적 건강(전체 60점 중 51.3점), 심리적
건강(총 51점 중 44.0점) 모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신체적 건강에서는 결혼한 딸과
의 동거군(46.3점)이, 심리적 건강에서는 독거 노인군(36.7점)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결혼한 딸과 사는 노인이 가장 높은 건강수소율을 보인다는 박오장(1983)의 연구 결과
와 연관성이 있으며 혼자 사는 노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한 김도환(2001a)
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동거형태에 따른 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 모두 통계적으
로도 유의한 차이(p=.003, p=.00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의 건강상태 증진을 위한 간호
중재 개발에 있어 동거형태에 따른 간호요구도 조사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동거형태에 따른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총 60점 중 평균 44.3점으로 김경애(1998)의 46.45점
보다는 낮은 점수였으나 재가노인과 시설노인을 대상으로 한 박태숙(1992)의 연구에서 보였
던 42.96점보다는 높게 측정되었다. 아들 가족과 사는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48.42점으로 가
장 높게 나타났던 김경애(1998)의 연구 결과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결혼한 딸과 사는 노
인(44.5점)의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게 측정되었으나 각각의 동거형태에 따른 생활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997). 이는 동거형태를 세분화하지는 않았으나 가족과의
동거나 별거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김종숙(1987), 조옥희(1991)의 연구
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건강상태와 생활만족도(r=.1501, p=.029), 건강상태와 자아존중감(r=.1798, p=.009)간에는 기존
의 연구들(박태숙, 1992; 김경애. 1998; Park, 1994)과 마찬가지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간에는 박태숙(1992), 이순희(1992)의 연구
결과와는 달리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노인의 자아존중감이나 생활만족도에 정
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타 연구들을 고려해본다면 노인의 건강상태와 자아존중감과 생활만
족도의 세 변수는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
해 노인의 건강과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간호중재의 모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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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2002년 1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J시에 소재한 경로당 및 노인 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만
65세 이상의 남녀 노인 210명을 대상으로 노인들의 동거형태별 자아존중감, 건강상태, 생활
만족도의 차이를 규명함으로써 노후생활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조사연구를
시도하였다.
설문지에 의해 일시에 수집된 자료는 SAS/PC 6.12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연구목적에 따
라 빈도와 백분율, ANOVA, Duncan test, Pearson‘s Correlat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동거형태에 따른 일반적 특성은 210명 중 노부부 동거군이 31.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결혼한 아들과의 동거군(29.1%), 독거군(21.4%), 결혼한 딸과의 동거군(10.9%), 미혼 자녀
와의 동거군(7.6%)순이었다.
2. 노인의 자아존중감은 미혼자녀와의 동거군에서 가장 높았고(26.0점), 노부부 동거군
(25.8점), 결혼한 아들과의 동거군(25.0점), 결혼한 딸과의 동거군(24.7점), 독거군(24.4점)순
으로 높았다(F=2.52, p=.042). 사후검증 결과 노부부 동거군, 결혼한 아들과의 동거군, 미
혼자녀와의 동거군이 독거군이나 결혼한 딸과의 동거군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3. 노인의 건강상태는 노부부 동거군에서 95.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결혼한 아들
과의 동거군(92.9점), 미혼자녀와의 동거군(89.8점), 독거군(84.4점), 결혼한 딸과의 동거군
(83.8점)순으로 차이를 보였는데(F=9.53, p=.000), 사후검증 결과 노부부 동거군과 결혼한
아들과의 동거군이 독거군이나 결혼한 딸과의 동거군보다 건강상태가 유의하게 높았다.
4.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동거형태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 .03, p= .997).
5. 자아존중감과 건강상태(r= .1798, p= .009), 건강상태와 생활만족도(r= .1501, p= .029)는
정적관계를 보였으나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r= .0807, p= .243)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노인의 동거형태별 분포는 노부부 동거군과 독거군이
도합 52.4%로 높은 비율을 보여 노인단독가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미혼자녀와
의 동거군에서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았고, 노부부 동거군에서 건강상태가 가장 좋았으며 건
강상태가 좋을수록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도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독거노
인군에서 자아존중감과 건강상태가 가장 낮았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노인단독가구 증가에 따fms 간호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2) 노인의 동거형태별 간호요구도를 조사하여 각각의 집단에 적합한 간호중재를 제공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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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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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Self esteem, Health condition,
and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living arrangement in the Elderly
*Hee-won Hwang, **Oh-Jang Park

*Graduate School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As nuclear family becomes a dominant family structure in our society, the way people
look at supporting senior citizens are changing. In the past, it's traditional practice to
live with the oldest son, but elderly people now increasingly dwell with children other
than the oldest son under the same roof, and many senior citizens live alone or just
with their spouses.
The purpose of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stribution of elderly living
arrangement( whom living with), and to determine the differences of their self-esteem,
health condition and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ir living arrangements.
The subjects were 210 male and female seniors over 65 years old who were living in
the Jeon-ju city.
Data were collected by the researcher through the structured questionnares to measure
self esteem, health status,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from January 10th to
February 10th, 2002. The researcher visited five senior centers and one elderly welfare
center in J city and explained about the purpose and method of the study to the
subjects.
data were analyzed with SAS/PC 6.12 program. The frequency and percentage were
calculated to look for connections between living arrangement and general
characteristics, and ANOVA was employed to find out the differences among the living
arrangements of the elderly on self-esteem, health condition and life satisfaction. In case
there appeared any significant differences, Duncan test was carried out as post-test.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was utilized to identify intervariable cor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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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could be summarized as below:
1. Out of the 210 senior citizens investigated, 31 percent, the largest group, lived with
their spouses only. The second most largest group was living with married son(29.1%),
followed by the group of living alone(21.4%), the group of living with married
daughters(10.9%) and the group of living with unmarried offspring(7.6%) in the order
named.
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self-esteem of the elderly according to
living arrangements (F=2.52, P<0.05). The group of living with unmarried offspring
showed the highest score of 26.0, followed by the group of living with spouses(25.8), the
group of living with married sons(25.0), the group of living with married daughters(24.7)
and the living-alone group(24.4) in the order named. The post-test showed that the
groups of living with unmarried offspring, spouse only and married sons had
significantly better self-esteem than the other groups of living alone or living with
married daughters.
3.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health condition of the elderly according
to living arrangements(F=9.53, p=.000). The group of living with spouse only was
significantly in the best health with 95.3 marks, followed by the group of living with
married son(92.9 marks), the group of living with unmarried offspring(89.8), the
living-alone group(84.4) and the group of living with married daughters(83.8) in the
order named. The post-test suggested that the groups of living with spouses and with
married sons were significantly healthier than the other groups of living alone and of
living with married daughters.
4.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according to
the living arrangement(F=0.03, p=.997). The group of living with married daughters was
most satisfied with their lives with 44.5 scores, followed by the group of living with
married sons(44.3). The groups of living alone, living with spouses, and living with
unmarried offspring were the least in life satisfaction(44.2 respectively).
5. There appeared slight but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self-esteem
and health condition(r=.1798, p=.009) and between health condition and life
satisfaction(r=.1501, p=.029). However, self-esteem wasn't significantly correlated to life
satisfaction(r=.0807, p=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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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bove-mentioned findings indicated that more than half the elderly people lived
alone or just with their spouses, as the groups of living alone and of living with
spouses accounted for 52.4 percent. And the groups of living with spouses or with
married sons were better in self- esteem and healthier, compared to the groups of living
with married daughters and of living alone.
Key words ; health condition,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living 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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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반적 특성별 동거형태
동거 형태
노부부만
일반적 특성

결혼한

독거

아들가족

결혼한

미혼자녀

합계

딸가족

N(%)

N(%)

N(%)

N(%)

N(%)

N(%)

65(31.0)

61(29.1)

45(21.4)

23(10.9)

16(7.6)

210(100)

38(18.1)
27(12.9)

27(12.9)
34(16.2)

10(4.7)
35(16.7)

3(1.4)
20(9.5)

9(4.3)
7(3.3)

87(41.4)
123(58.6)

47(22.4)
2(5.7)
3(1.4)
3(1.4)

28(13.3)
13(6.2)
11(5.2)
9(4.3)

12(5.7)
17(8.1)
10(4.8)
6(2.9)

7(3.3)
8(3.8)
3(1.4)
5(2.4)

4(1.9)
5(2.4)
5(2.4)
2(1.0)

98(46.7)
55(26.2)
32(15.2)
25(11.9)

65(31)
0(0)

46(21.9)
15(7.1)

0(0)
45(21.4)

5(2.4)
18(8.6)

11(5.2)
5(2.4)

127(60.5)
74(39.5)

35(16.7)
0(0.0)

44(20.9)
17(8.1)

27(12.8)
18(8.6)

22(10.5)
1(0.5)

8(3.8)
8(3.8)

136(64.7)
74(35.3)

38(18.1)
27(12.9)

18(8.6)
43(20.5)

12(5.7)
33(15.7)

2(1.0)
21(10.0)

4(1.9)
12(5.7)

74(35.2)
136(64.8)

초졸

중졸
고졸이상

37(17.6)
16(7.6)
5(2.4)
7(3.4)

37(17.6)
15(7.1)
4(2.0)
5(2.4)

36(17.1)
3(1.4)
6(2.9)
0(.0)

12(5.7)
7(3.3)
2(1.0)
2(1.0)

8(3.8)
5(2.4)
1(0.5)
2(1.0)

130(61.9)
46(21.9)
18(8.6)
16(7.6)

불충분
보통

14(6.7)
37(17.6)

17(8.1)
28(13.3)

23(11.0)
18(8.6)

8(3.8)
15(7.1)

6(2.9)
8(3.8)

68(32.4)
106(50.5)

충분

14(6.7)

16(7.6)

4(1.9)

0(0.0)

2(1.0)

36(17.1)

성별
남자
여자
나이
65-69
70-74
75-79
80세 이상
배우자
유
무
종교
유
무
직업
유
무
교육수준
무

용돈

<표 2> 동거형태별 자아존중감의 정도
동거형태

Mean(SD)

F

p

Duncan

1. 미혼자녀와

26.0(2.50)

2.52

.042

1, 2, 3> 4, 5

2. 노부부만

25.8(2.52)

3. 결혼한 아들가족과

25.0(2.50)

4. 독거

24.4(2.89)

5. 결혼한 딸가족과

24.7(2.5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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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동거형태별 건강상태
F

총계건강

동거형태

M(SD)

1. 노부부만

F

신체적건강

(p)

(p)
M(SD)

Duncan

95.3±10.02

Duncan

51.3±5.51
9.53

M±SD

3.98

92.9±9.43

3.독거

84.4±10.69

4. 결혼한 딸

83.8±13.72

46.3±7.62

37.4±7.49

5. 미혼자녀

89.8±15.41

49.3±6.50

40.4±9.24

1>3, 4
2>3, 4

47.7±5.45

(p)

Duncan

44.0±5.21

2. 결혼한 아들

(p=.000)

49.3±5.94

F

심리적건강

(p=.003)

1>3, 4

43.6±4.85

36.7±6.55

14.26
(p=.000)

1>3, 4, 5
2>3, 4, 5

<표 4> 동거형태별 생활만족도
동거형태

Mean(SD)

1. 노부부만
2. 결혼한 아들 가족

44.2(3.98)
44.3(3.37)

3. 독거

44.2(3.35)

4. 결혼한 딸 가족

44.5(4.06)

5. 미혼 자녀

44.2(3.81)

F

p

.03

.997

<표 5> 자아존중감, 건강상태, 생의 만족도의 상관관계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건강상태

건강상태

생의 만족도

.1798(p=.009)

.0807(p=.243)
.1501(p=.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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