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자보다(F =4.009, P < .05), 동거유형에서는 노부부만 살고 있는 대상자가

혼자 살고 있는 대상자보다 그리고 노부부만 살고있는 대상자가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대상자보다 사회적 지지정도가 높았다(F =7.114 P< .05). 김영선

(1999)의 연구에서 가족지지가 노부부만이 살고 있는 경우가 가장 높았던 결

과와 일치함을 볼 수 있다. 이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들이 그들의 배우자로부

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달용돈의 액수와 용돈에 대한 만족도는 Scheffe test를 통해 사후

검정한 결과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홍주우(1999)는 교육, 종교, 결혼상태(배우자유무), 가족상태, 가족수, 경제상

태등이 사회적 지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동거인수, 동거유형, 한달용돈의 액수, 용돈에 대한 만족도가

사회적 지지정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고, 성별, 연령, 교육정도,

종교, 배우자 생존유무, 용돈제공자,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홍주우(1999), 육미경(1997), 민경화(1995)의 연구에서 배우자유

무가 지각된 사회적지지 및 가족지지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던 것에 비해,

배우자 유무가 사회적 지지와 관련성이 없다는 본 연구결과는 의외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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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oday w e enjoy longer life expectancy than before with medical,

t echnology and economic development , the population of the aged is

growing world- widely . Phy sical and mental health as w ell as the growing

number of the aged are looming as significant social issues . In particular ,

their mental problems resulted from isolation or estrangement from family

or society are one of most serious issues to address .

T herefore,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mental health, and to provide fundamental data for qualitative nursing

of the aged.

T o approach such a study , a total of 93 elderly people over 65 years old

intentionally selected from homes for elderly in Seoul and Gungi Province.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21 to September 26, 2000 through

interviewing the elderly using a questionaire.

T he instruments used for this study w ere the social support scale

developed by Song, Mi Soon (1991) and mental health scale develop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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