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 아동간호학회지 년 월11(1), 2005 1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자살은 내부지향적 공격 행위로 연령 성별 인종에 관계없이, ,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외면하고 싶은 극한 상황에 처하였을 때.

죽음에 대한 일시적 사고는 보편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세기에 들어와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과거에는 회복할20

수 없었던 신체적 질병은 많이 정복되어 인간수명은 연장되

었으나 자살의 빈도는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WHO

에 따르면 년에는 대략 만 명이 자살로 생을 마(1999) 2020 153

감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특히 과거에는 고 연령층에서 자.

살률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아동이나 청소년층에서 자살율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보고되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아

닐 수 없다 즉 자살은 년에는 미국의 청소년 청년층의. 1960 ,

번째 사망원인이었으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번째 사망원인5 2

으로 급부상하였다(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1991).

년에 미국의 청소년 중 가 자살을 심각하게 고려하1999 20.5%

였으며 는 실제 자살시도 계획을 세웠고 는 자살시15.7% 7.7%

도를 하였으며 이 중 는 응급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2.6%

한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였다고 한다(Prinstein, Boergers,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Spirito, Little, & Grapentein, 2000).

한 청소년 자살이 년대 이후 양적으로 꾸준히 증가추세1990

를 보이고 있다 년 총 자살자 수는 명남자. 1997 5,856 ( : 4,041

명 여자 명이었으며 이중 세에서 세까지의 청소, : 1,815 ) , 15 24

년 자살자 수는 총 명남자 명 여자 명으로문986 ( : 619 , : 367 ) (

화체육부 인구비율로 볼 때 청소년 자살자가 차지하는, 1996)

비율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특히 청소년기의.

경우 모든 자살 행동의 목적이 반드시 자신의 생명을 끊고자

함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살 행동을 통해 자신의 절망이.

나 희망의 상실 그리고 분노 등의 감정을 표현하려는 목적을,

갖기도 한다청소년 대화의 광장 따라서 죽음은 자살( , 1996).

에 대한 생각이나 신념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

러 결과들 중 하나이며 자살행동은 자살에 대한 생각 동기, ,

그리고 행동의 연속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연구자들마다 차이는 있으나 자살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사회적 요인 가정 환경적 요인 개인 성격적 요, ,

인 정신건강요인 및 스트레스 유발 생활사건 요인 등 다양, ,

한 요인이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많은 연구에서는 사회.

경제적 역경 빈곤이나 저학력 등을 특징적으로 보이는 사회,

계층집단에서 자살위험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Gould, Fisher,

연구자들은 또한 역기능적Shaffer, Parides, & Flory, 1996).

가정환경과 청소년기의 자살 위험간의 연관성에 주목한 바

있다 이들은 또한 가족 기능이나 부모자녀 관계 양상이 성. -

장 후의 자살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하여 준다고 보았다 자.

살 관련 가정 환경적 요인으로는 부모의 불화 이혼 부모의, ,

정신 병리 부모의 약물 남용력 가족원의 자살행동력 부모, , , -

자녀의 관계 결렬 애착 결여 가정 내에서의 신체적 성적 학, , ,

대력 등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Gould, et al., 1996).

가정환경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보다 높은 자살 행동율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또한 성격이나 기질적 측면이 청소년의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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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비록 이러한 견해가.

항상 지지받은 바는 아니나 일반적으로 낮은 자존감 비효과,

적인 대응전략 높은 충동성과 자극 추구새로운 세계 추구등, ( )

이 자살 행동과 관련 있는 성격적 특성으로 보고 되고 있다

특히 우울증과 같은 정동(Beautrais, Joyce, & Mulder, 1999).

장애는 가장 강력한 자살 예측요인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으

며 그 외 약물 남용 약물(Beautrais, Joyce, & Mulder, 1998) ,

의존 행동 장애 불안 장애 등도 자살행동과 관련이 있는 정, ,

신장애로 보고되고 있다(Fombonne, 1998).

우리나라의 경우도 청소년의 자살사고 빈도나 자살 시도율,

자살률이 사회적 문제로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민병근 등

은 특히 감정 변화와 정신 내적 갈등이 증폭되는 청소(1986)

년기의 우울성향 좌절감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 의식 등이, ,

폭음 약물남용 등의 자해행동이나 자살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청소년기 자살행동의.

원인 예방 중재 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이, ,

는 많은 관련 분야 연구자들의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자살시도의 예측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청소년 자살행동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자살 시도율을 확인한다.∙

청소년 자살 시도자와 비시도자 간의 가정 역동적 환경,∙

성격 특성간의 차이를 확인한다.

청소년 자살 시도 예측 요인을 규명한다.∙

용어의 정의
자살시도•

자살은 개인이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한 해결책으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을 뜻하며 자살 시(Schneidman, 1985),

도란 자살을 위해 의식적으로 시도된 자살유도 행위를 뜻한다.

본 연구에서의 자살시도는 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 설문서

중 자살시도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측정(Kim & Kim, 2000)

한 점수를 뜻한다.

가정 역동적 환경•

가정 역동적 환경은 청소년 자살시도와 매우 깊은 관계에

있는 복잡한 현상으로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행

위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가족원의 가정 만족도 가족원간, , - , ,

의 화합도와 연관되어 파생되는 가정의 심리적 풍토를 뜻한

다 본 연구에서의 가정 역동적 환경이란 청소(LeBlanc, 1992).

년 정신건강실태조사 설문서 중 가정 역(Kim & Kim, 2000)

동적 환경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이다.

성격 특성•

우울 성향∙

우울 성향이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침체된 기분 거의 모,

든 활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의 상실 정신운동성 지체 또는,

초조 자신에 대한 무가치감 절망감 상황에 맞지 않는 지나, , ,

친 죄책감 집중장애 생리적으로는 수면장애불면증 또는 과, , (

다수면 피로감 식욕감퇴 변비 성욕감퇴를 호소하고 심한), , , ,

경우 자살 사고나 자살시도를 특징적으로 보이는 성향을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의(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우울 성향이란 정서장애요인 생리장애요인 정신운동장애요인, ,

및 심리적 장애요인으로 구성된 의 자가 평정 우Zung(1965)

울척도를 번안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정신 신체증상 호소성향∙

정신 신체증상 호소성향은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되는 신체증상을 호소하는 성향을 의미한다(Kaplan,

본 연구에서는 정신 신체 증상을 측Sadock, & Grebb, 1994).

정하기 위하여 신체증상을 주소로 하는 정신 신체증상 호소

성향 과 불안을 주 요인으로 하는 정신신체증상호소성향Ⅰ

로 분류하였으며 정신 신체증상 호소성향 은, LangnerⅡ Ⅰ

의 정신과적증상 선별척도에서 정신신체증상과 관련된(1962)

문항을 발췌하였고 정신신체증상호소성향 는, Zung (1971)Ⅱ

의 자가평정 불안척도에서 정신신체증상과 연관된 문항을 선

택하여 측정한 점수이다.

사회성 성향∙

사회성 성향은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획득하게(socialization)

되며 개인이 속한 집단에서 문화적으로 수용 가능하고 인정

받을 수 있는 일련의 사고 및 행동특성을 말한다(Crowne &

본 연구에서의 사회성성향이란 청소년 정신Marlowe, 1960).

건강실태설문서 중 사회성향 척도에 의해(Kim & Kim, 2000)

측정한 점수이다.

욕구충족욕구좌절/∙

인간의 생리적 심리적 및 사회적 욕구가 동기화 된 행동과,

노력에 의해 채워진 상태를 욕구충족 상태라고 하고 반면에

욕구충족을 위한 이러한 목표 지향적 행동이 효과적으로 이

루어지지 않았을 때를 욕구좌절 상태로 정의한다(Krug &

본 연구에서의 욕구충족욕구좌절정도란 청소년Cass, 1987). /

정신건강실태설문서 중 욕구충족좌절 척(Kim & Kim, 2000) /

도에 의하여 측정한 점수이다.

생활 만족도∙

신체적 정신적 사회 경제적 영역에서 각 개인이 지각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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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인 안녕과 만족감의 정도를 의미 한다 (American

본 연구에서의 생활 만족도란Psychiatric Association, 1994).

청소년 정신건강실태설문서 에서 발췌한(Kim & Kim, 2000) 8

개 문항으로 측정한 점수이다.

대응전략∙

어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특별한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나 관심이 동원된 상태로 정의,

한다 본 연구에서의 대응전략이란 청소년 정(Folkman, 1984).

신건강실태 설문서 중 대응전략 척도에(Kim & Kim, 2000)

의하여 측정한 점수이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의 설계는 횡단적 서술적 비교 조사연구이다, .

연구 대상
본 연구를 위한 표본선정은 수도권과 개 광역시에 거주하2

는 중학교 학년 에서 고등학교 학년까지 재학 중인 학생1 3

청소년 명 남 여 과 소년원 분류심사원에 재600 ( : 327, : 273) ,

원 중인 비행청소년 명남 여 을 대상자의 익명378 ( : 335, : 43)

성과 윤리적 측면을 보장함을 전제하여 연구 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본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 ( )ㄱ

구 참여에 동의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이 가능한( ) ( ) 12ㄴ ㄷ

세에서 세 사이에 있는 한국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18 .

본추출방법은 비례층화 표본추출법 (proportional stratified

을 적용하였으며 지역서울수도권광random sampling method) ( - -

역시 및 조사기관의 유형중학교 고등학교 소년원 소년 분) ( , , ,

류심사원을 층화 계수로 하여 조사대상 집단을 선정하였다) .

이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및 광역시의 개 중학교와 개 고2 2

등학교에 재학 중인 개 학급학생 명을 표집 대상 학생24 600

으로 선정하였으며 비행범죄청소년의 경우도 서울 수도권,

과 광역시에 소재한 개 소년원 중 개 소년원과 개 분류11 6 2

심사원 총 개의 소년원 및 분류심사원에 재원중인 명의8 378

비행범죄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집 대상자 학생. 978 (

청소년 명 비행청소년 명중 불충분한 응답을 한 명:600 , :378 ) 56

을 제외한 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응답률은 이었다922 94.3% .

측정 도구
가정 역동적 환경 척도•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설문서 중(Kim & Kim, 2000)

가정 역동적 환경 척도를 발췌 이용하였다 가정 역동적 환.

경 척도에는 부친의 양육방식 개 문항 모친의 양육방식 개(7 ), (7

문항 가정안정도 개 문항 부모자녀관계 개 문항 가족), (14 ), - (12 ),

원의 가정만족도 개 문항 가족원간의 관계 개 문항 및 모(4 ), (3 )

친의 사회활동 개 문항등 개영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3 ) 7

문항은 부정적일 수 록 점수가 높아지는 점 척도로 되어있6

다 본 연구에서 각각의 영역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이었다Alpha 0.68 0.89 .～

성격 척도•

성격 척도에서 우울 성향 개 문항은 의 자가(20 ) Zung(1965)

평정 우울척도 정신신체증상호소성향 개 문항은, (12 ) Langner

의 정신과적 증상 선별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사회성(1962) , (11

개 문항 욕구좌절 정도 개 문항 생활 만족도 개 문항 및), (9 ), (8 )

대응방식 개 문항은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설문서(30 ) (Kim

중 성격 척도를 발췌이용하였다 본 연구에& Kim, 2000) .

서 각각의 영역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0.63 0.86～

이었다.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설문지법을 이용한 대단위 실태조사 연구로서

본 연구자가 직접 연구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중고등학교,

소년원 및 분류심사원을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필요시 비행청소년의 경우는 소년원소년 분류심사원 기록

과 학생 청소년의 경우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참조하였다 설.

문조사 기간에는 본 연구자와 함께 연구보조원 및 사전 교육

을 받은 대학원 석사 과정생 인이 함께 동행하여 설문지 작2

성법에 대한 교육 및 설문지 작성 중 의문 나는 점을 연구대

상자가 연구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 청소.

년의 경우는 학기말고사가 끝난 기간을 택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비행청소년의 경우는 해당기관의 협조를 구하여

설문조사 시간을 배정 받았다.

자료 분석 방법
이상의 자료수집과정을 거쳐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와 연구

보조원의 검토과정을 거쳐 불충분한 자료는 제거한 후 전산

코딩 및 입력 등을 한 후에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SAS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 방법은 서술적 통계. , Chi-square,

검정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이다t .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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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자살 시도율
청소년 자살 시도자는 응답자 명 중 명으로 였922 100 10.8%

으며 비시도자는 명으로 였다 청소년 자살시도자의, 822 89.2% .

성별 차이를 보면 자살시도자 중 남성 청소년은 여성10.5%,

청소년은 로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나 여성청소년이11.8%

남성청소년 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χ2=0.32, df=1, p=.572).

연령별로 볼 때는 세가 로 자살시도가 가장 높았17 18 16.9%～

고 다음이 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5 16 (χ～
2
= 20.19, df=2,

또한 학생 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자살 시도율 비교p=.001).

에 있어서는 비행청소년의 자살 시도율이 로 학생 청소19.6%

년의 자살 시도율 보다 무려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5.1% 3

타났다(χ2=48.52, df=1, p=.001).

청소년 자살 시도자와 비시도자간의 가정 역동적
환경 성격 특성간의 차이 검정,
자살 시도자와 비시도자간의 가정 역동적 환경 성격 특성,

간의 차이 정도를 살펴보면 자살 시도자는 비시도자 보다 역

기능적 가정 역동적 환경과 부 적응적 성격 특성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자살 시도자는 비시도자 보다 부친의 양육.

방식 과 모친의 양육 방식 에(t=-2.52, p=.0120) (t=-2.07, p=.0387)

문제가 있었으며 가정 안정성 과 가정에 대, (t=-4.44, p=.0000)

한 가족원의 만족도 가 낮았다 부모자녀 관(t=-4.60, p=.0000) . -

계 와 가족원간의 관계 는 모(t=-4.01, p=.0001) (t=-3.77, p=.0003)

두 역기능적이었으며 모친이 취업 여성인 경우(t=-3.20,

가 유의한 수준으로 높았다 표p=.0014) < 1>.

자살 시도자는 비시도자 보다 정신 신체증상 호소성향

욕구좌절 정도 우울 성향(t=-5.22, p=.0001), (t=-4.52, p=.0001),

은 높은 반면 생활 만족도(t=-5.33, p=.0000) (t=3.75, p=.0002)

와 기능적 대응 정도 는 낮게 나타났다 반면(t=1.94, p=.0526) .

사회성 정도 는 자살 시도자와 비시도자 간에(t=-1.04, p=.2988)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청소년의 자살 시도비시도 판별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
청소년 부모의 양육방식 부모자녀 관계 정신 신체증상 호, - ,

소성향 사회성 욕구좌절 정도 생활만족도 우울성향 및 대, , , ,

응방식 중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하

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박스 에서. < 1>

는 자살시도의 확률을 의미하고P(suicidal attempter) ,

표 자살 시도자와 비시도자의 연구 변수 간 평균 차이< 1>
변 수 집 단 실수 Mean±SD t p

부친양육방식
자살비시도자
자살시도자

740

92

17.51± 6.97

22.46± 7.05
-2.52 .0120

모친양육방식
자살비시도자
자살시도자

751

92

16.09± 5.66

20.39± 5.96
-2.07 .0387

가정 안정도
자살비시도자
자살시도자

758

91

30.32±10.59

39.58±11.47
-4.44 .0000

부모자녀 관계-
자살비시도자
자살시도자

720

83

26.64± 7.52

32.06± 9.70
-4.01 .0001

가정 만족도
자살비시도자
자살시도자

731

84

8.73± 3.98

13.87± 4.57
-4.60 .0000

가족원간 관계
자살비시도자
자살시도자

799

98

8.30± 2.29

11.38± 2.72
-3.77 .0003

취업모친
자살비시도자
자살시도자

719

93

7.44± 2.70

9.40± 2.90
-3.20 .0014

정신신체증상 호소성향
자살비시도자
자살시도자

702

80

22.59± 4.28

26.70± 5.12
-5.22 .0001

사회성
자살비시도자
자살시도자

767

88

34.88± 8.83

36.92± 9.41
-1.04 .2988

욕구좌절정도
자살비시도자
자살시도자

744

85

26.69± 5.77

30.18± 4.67
-4.52 .0001

생활만족도
자살비시도자
자살시도자

785

98

6.15± 2.04

3.33± 2.06
3.75 .0002

우울성향
자살비시도자
자살시도자

683

85

30.47±10.01

38.69±11.29
-5.33 .0000

대응방식
자살비시도자
자살시도자

767

96

29.61± 5.27

25.50± 5.25
1.94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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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살 비시도의 확률을 의미한다 박스P(non-attempter) < 1>.

표 에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를 보면 먼저 자살 시< 2>

도자가 될 확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대응 방식

으로 오즈 비 는 로 나타나 개인의 대응 방식(odds ratio) 1.104

이 부정적일 수 록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살시도에 영향력이 높은 변수로는 정신 신체증상

호소성향 부모의 양육방식 등으로 오즈 비가 높게 나타났다, .

표 의 결과를 수식의 형태로 다시 표현하여 청소년의 자< 2>

살시도 가능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모형을 만들 수 있다<

표 박스2, 2>.

다음 표 에서는 위 모형 박스 을 이용하여 자살 시도< 3> < 2>

자를 판별한 분류표를 제시하였다 표 에서 자살비시도자. < 3>

의 경우 총 명중 명이 비시도자로 제대로 판별되었고443 323

명은 자살 시도자로 잘못 판별하여 의 판별율을 보120 72.9%

여주었다 반면 자살시도자로 분류된 총 명중 명을 자살. 47 31

시도자로 제대로 판별하였고 명을 비시도자로 잘못 판별하16

여 라는 다소 낮은 판별력을 보여주었다 전체적인 판별66.0% .

오류율 은 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total error rate) 27.8% .

미루어 볼 때 자살 시도자와 비시도자를 판별할 때 자살시도

자군 보다는 비시도자군 에서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

논 의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에는 다양한 문제행동들이 증가하는 것

으로 보고 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청소년기 문제행동은 청소.

년 자신의 신체 심리적 성장 및 행동발달에 장애를 가져올,

뿐 만 아니라 가정 및 사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박스 로지스틱 가설 모형< 1> (Hypothetical logistic model)
log

P(suicidal attempter)
P(non-attempter)

= β 0+β 1*fam 1+β 2* fam2+ +β 7* fam 7

+β8*psychosomatic+β9*sociability+β10*(need s/f)

+β11*satisfaction+β12*(depressive trend)+β13*coping

부친양육방식 모친양육방식 가정안정도 부모자녀 관계 가정만족도fam1: , fam2: , fam3: , fam4: - , fam5: ,

가족원간 관계 취업모친 정신신체증상 사회성fam6: , fam7: , psychosomatic: , sociability: , need s/f:

욕구좌절정도 생활만족도 우울성향 대응방식, satisfaction: , depressive trend: , coping:

표 자살시도 예측요인에 대한 오즈 비< 2> (odds ratio)
변 수 df 모수추정치 표준오차 Chi-square p 오즈비

절편(Intercept)

부모양육방식
정신신체증상
사회성
요구좌절정도
우울성향
대응방식

1

1

1

1

1

1

1

5.34

-0.04

-0.11

0.03

-0.06

-0.03

0.10

1.433

0.021

0.040

0.021

0.041

0.020

0.036

13.88

3.60

7.34

1.64

2.39

2.00

7.40

.0002

.0578

.0067

.2010

.1225

.1570

.0065

0.960

0.898

1.027

0.939

0.972

1.104

박스 로지스틱 적합 모형< 2> (Fitting logistic model)
log

P(suicidal attempter)
P(non-attempter)

= 5.34-0.04*(fam4)-0.11*(psychosomatic )

+0.03*sociability-0.06*(need s/f)

-0.03*(depressive trend)+0.10*(coping)

표 로지스틱 모형에 다른 자살시도자 분류표< 3> (%)
집단

분류

자살비시도자 자살시도자 총계

실제
실제

자살비시도자
자살시도자
총계

323(72.9)

16(34.0)

339(69.2)

120(27.1)

31(66.0)

151(30.8)

443(100.0)

47(100.0)

490(100.0)

오류율
총 적중률(%)

0.340

72.2

0.271 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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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다 청소년기의 자살시도는 지난 년에 비해 배가 증. 40 3

가하였으며 자살은 현재 세의 아동 및 청소년기의 세, 10-19

번째 사망원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Center for Disease

이는 또 다른 간호 문제라 아니 할 수 없다Control, 1999) .

청소년기의 자살과 관련된 연구는 표본 선정이나 연구의

방법론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기는 하나 국내

외 관련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논의 및

고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자살율
첫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살 시도율이 로 보고되, 10.8%

었으며 여성 청소년이 남성 청소년보다 자살 시도율이 높았

고 연령별로 볼 때는 세가 자살 시도율이 가장 높았으17 18～

며 다음으로 세가 자살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5 16 .～

자살율의 성별 차이를 볼 때 일반적으로 자살율은 남성이 여

성보다 높은 반면 자살 시도율은 여성이 남성 보다 일관되게

높았으며 연령별 차이를 볼 때 자살율은 나이가 많아짐에 따,

라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나 인구비율(WHO, 1999),

로 볼 때 청소년 자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었다문화체육부 본 연구에서는 자( , 1996).

살 시도 청소년 중 여성이 남성 보다 많기는 하였으나 유의

하게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그간에 이루

어진 대부분의 연구가 일반 인구나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반면 본 연구는 남성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타 집단

보다 자살 시도율이나 자해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비행

청소년 집단이 연구 대상자 중 명를 차지하고 있기37.8%(378 )

때문 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청소년 자살행동과 관련된 외.

국의 연구에서도 자살시도의 절정기는 세로 보고 하고15-19

있어 이는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임을 알 수 있(Rutter, 1986)

었다.

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의 자살시도가 학생 청소년에 비

해 배정도 높았으며 또한 학생 청소년의 경우는 여학생의3

자살시도가 남학생 보다 높은 반면 비행청소년의 경우는 남

학생의 자살시도가 여학생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적으로 연구자들은(Botsis, Plutchik, Kotler & van Praag, 1995)

청소년층 또는 청년층 남성의 자살율 급증은 불법행동 및 범

죄율 및 알코올 중독과 정비례한다고 보고하고 있어 자살 및

자살시도와 비행 및 범법행동 간의 관련성을 이미 시사한 바

있다 의 연구에서는 어린 시절의 부모상실. Botsis et al.(1995)

이나 가정 폭력은 성장후의 공격성과 연관이 있으며 이는 또

한 자신에 대한 공격 행동인 자살 또는 타인에 대한 공격 행

동인 폭력 행동으로 이어지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즉 비행.

범죄 청소년에게서 일관되게 발견되고 있는 역기능적 가정

역동적 환경이나 부모자녀관계 가족원간의 관계에서의 문제- ,

는 자살시도 청소년에게도 그대로 관찰되는 문제이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기의 반복적 자살시도는 넒은 의미의

비행행동이나 문제 행동의 한 범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자살시도자와 비시도자간의 가정 역동적
환경 성격특성간의 차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가정 역동적 환경 및 성격 특성과

자살 시도 간에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대 사회에.

서 가족원의 수가 적어지고 가정의 권위가 도전 받고 있기는

하나 가정은 아직도 사회적 경제적 지지뿐만 아니라 정서적, ,

안정을 개인에게 제공하여 주고 있다 더욱이 가정은 아직도.

개인의 주요 사회화 원이며 다음 세대에게 가치와 태도를 전

달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자살시도 청소년은 종종 결손 가정.

출신이거나 친족 중 명의 자살 시도자나 자살자가 있는 경1-2

우를 볼 수 있었다 많은 연구에서는 가까운 가족의 태도나.

행동은 자기 자신 및 자신의 환경에 대한 청소년 자신의 지

각과 행동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deWilde,

특히 이들 연구자들은Kienhorst, Diekstra, & Wolters, 1993).

가정 내 의사소통의 활성화 가족 내의 역할과 가족원간의 경,

계의 명료함 갈등 감소와 같은 가족 내 요인은 청소년의 느,

낌 태도 및 행동에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 특히 부,

부간 불화와 사망이나 이혼으로 인한 부모와의 헤어짐은 청

소년 자살시도의 중요한 예측요인이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아동 및 청소년기의 자살시도와 가족 기능간의 관계를 조사

한 횡단적 연구에서도 부모자녀 관계 불화- (Gould, et al.,

가족 내 갈등 및 가정 내 부적응1996), (Lewinsohn, Rohde

등이 청소년기의 자살율 증가와 관련이 있다& Seely, 1994)

고 보고한 바 있는데 이는 본 연구 결과와도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가정 역동적 환경과 더불어 청소년기 자살시도와 관련된

주요 요인으로 청소년의 성격 특성 및 심리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일부 연구자 들은 개인의 성격적. (McKeown, et al., 1997)

특성이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고 보았다 첫 번째는 어떤 성격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스트레스에 직면하였을 때 자살시도 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것으로 이른바 개인의 성격 특성과 자살행동이 직접 연결

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이며 두 번째는 어떤 성격 특성(link) ,

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에 직면하였을 때 정신과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자살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으로 즉 어떤 성격 특성이 자살행동과 간접적

으로 관련 이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러나 개인의 성(relate) .

격 특성과 자살시도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는 이 두 가지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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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모두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최근 수 십 년간에 걸쳐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성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이는 사춘기의 발현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청소년들은 이차 성징을 포함한 자신의 신체적 변화에 당혹

감을 느끼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심리적 인지적 대,

처가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특징적 변화에 대한.

부적응적 대응은 다양한 역기능적 정서 반응으로 표출되어질

수 있다 특히 십대의 자살 시도자나 자살자는 대부분의 경우.

우울 증상을 미리 보였다고 하며 자살 시도 청소년에게서 우,

울증 발현빈도가 높았다는 보고를 통해 볼 때(McKeown, et

초기에 우울증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al., 1997)

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청소년기의 우울.

정서가 이들의 자살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는 하나 많은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우울 정서의 발현에 주요 역할을 하

는 것이 가정 역동적 환경이라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결국 자살시도와 관련이 있는 다양한(McKeown, et al., 1997)

부적응적 정서와 가정 환경이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 자살 시도자는 높은 우울 성향과

높은 정신 신체증상 호소성향 높은 욕구 좌절 정도를 보여,

주었으며 반면 건설적 대응 전략 정도와 생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역기능적 성격 특성은 이미 청소년 자살.

시도자의 성격 특성으로 선행 연구 에(Beautrais, et al., 1999)

서 기술된 바 있으며 특히 자살 자체가 자신이 직면한 문제

나 상황에 대한 역기능적 대응 전략 중 하나로 풀이될 수 있

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자살.

시도자가 비시도자 보다 기능적 대응전략이 낮았다는 결과와

이는 같은 맥락 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 자살시도 예측요인
본 연구 결과 청소년 자살 시도 예측 요인으로는 대응 방

식 정신 신체증상 호소성향 부모의 자녀 양육 방식의 순으, ,

로 나타났다 이는 자살 시도자는 비시도자에 비하여 가정환.

경 성격적 측면에서 많은 상이점을 보이고 있으나 개인의 대,

응 방식이 자살시도를 예상하게 하여 주는 가장 강력한 예측

요인임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이와 더불어 자살 시도자는 비.

시도자에 비하여 자신의 문제를 정신 신체증상으로 표출하는

경향이 높으며 부모의 역기능적 양육방식이 청소년 자녀의

자살 예측에 기여할 수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우울성.

향이나 욕구 좌절 정도가 자살시도 청소년에게서 유의한 수

준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예측요인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는 청소년의 우울이나 좌절감이 정신 신체 증상으로 가장

되어 나타날 수 있으며 우울이나 불안이 정신 신체 증상의

주 요인임을 시사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청소년의 자살 시도율 자살 시도자,

와 비시도자간의 성격적 특성 및 가정 역동적 환경 간의 차이

검정 및 청소년 자살 시도의 예측요인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설문지 조사와 면담을 통한 횡단적 후향적 서술,

적 비교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대상자는 비례층화 표본추출법.

을 이용하여 중학교 학년에서 고등학교 학년까지 재학 중1 3

인 학생 청소년 명과 소년원 소년 분류 심사원에 재원중555 ,

인 비행청소년 명 총 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367 , 922 .

본 연구에서 검증한 연구 변수는 가정 역동적 환경 성격 특,

성 등이며 이들 변수의 측정 도구는 청소년 정신 건강 실태

조사 설문서 자가 평정 우울 척도 자가 평정 불안 척도 등, ,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이들 척도는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

여 주었다(Cronbach's Alpha 0.63 0.89).～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 자살 시도율은 이었으며 비행청소년10.8% , (19.6%)∙

은 학생 청소년 보다 자살율이 높게 나타났다(5.1%) .

자살 시도자는 비시도자보다 부친의 양육방식 모친의 양,∙

육방식 가정안정성 부모자녀관계 가족만족도 가족원간, , - , ,

의 관계가 역기능적이었으며 모친이 취업여성인 경우가

많았다 자살 시도자는 비시도자보다 정신신체증상호소성.

향 욕구좌절정도 우울성향은 높은 반면 생활만족도와 건, , ,

설적 대응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자살시도 예측요인으로는 대응 방식 정신 신체 증,∙

상 호소성향 부모의 자녀 양육 방식의 순으로 오즈 비,

가 높게 나타났다(odds ratio) .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다른 문제 행동에서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자살시도자는 비시도자 보다 역기능적 가

정 역동성과 부 적응적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자살 자살시도 및 자살사고의 개념정의 및 원인요인은 각,∙

기 다르므로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이들 각각에

대한 원인요인 및 관련 변수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본 연구에서는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청∙

소년기 자살시도 및 자살에 대한 학교 환경 인터넷의 영,

향 및 또래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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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s: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the rate of suicide attempts, and to investigate

relevant variables(family dynamic environment, personality factors) and risk factors for attempting suicide among

Korean adolescents. Metho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Internal consistencies for this

questionnaire ranged from 0.63 to 0.88. Nine hundred and twenty two adolescents were surveyed (delinquent : 367,

student : 555), using a proportional stratified random sampling method. Statistical methods employed were

chi-square, t-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rate of suicide attempts was 10.8% for the total

sample, and the delinquents(19.6%) had a higher rate of suicide attempts than the students(5.1%). Adolescents

attempting suicide had a greater dysfunctional family dynamic environment and more maladaptive personality than

those who did not attempt suicide. Risk factors for suicide attempts among Korean adolescents were way of

coping, psychosomatic symptoms, and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s, in that order. Conclusions: Suicide and

suicidal behaviors are multifaceted events. For suicide prevention, there is a need to make an independent

assessment of the variables such as familial problems, personality and dynamic environment of the families of the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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