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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adolescent’s alienation, depression, family environment and school
maladjustment on suicidal ideation. Data were collected from 577 second graders from high school.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family’s abuse had a direct and an indirect effect through alienation and depression on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Home stress, family support and socioeconomic status had an indirect effect through school
maladjustment, alienation and depression on suicidal ideation. Secondly, school maladjustment in dating had a direct
effect on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School maladjustment in relations with teacher and peers and in learning
activities had indirect effects through alienation and depression on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Thirdly, adolescent’s
depression had a greatest direct effect on suicidal ideation. Adolescent’s alienation had a direct and an indirect effect
through depression on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and was the most important predictive variable of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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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청소년들의 자살에 대한 언론보도가 두드러지게 증

가하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뿐만아니라오늘날의급변하는사회에서청소년들은

예전보다 훨씬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이를 이겨내며 해결하려는 의지보다 오히려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생각하여 급기야는 자살로 치

닫는경우가많아지기때문이라볼수있다.

OECD발표에의한자살률에대한최근통계를보면유럽

은전반적으로자살률이대폭감소하고있어자살률상위 10

개국순위중스웨덴, 덴마크, 벨기에는사라지고있으나한

국과 일본만이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2005

년을기준하여 10년전에비해2배로증가하 으며, 2003년

OECD국가들중4위에이르 고2004년부터계속하여자살

률최고치를보이고있다(동아일보, 2006. 9. 19). 무엇보다

청소년의 주요 사망 원인 중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은

22.4%(국가청소년위원회, 2007)로매우심각하다. 2000년부

터 7년간전국의초·중·고생자살자가한해평균 109명에

이르는것으로나타났으며국회에제출한교육부자료에따

르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년동안모두 764명의초·

중·고생이자살했다(대전일보, 2007. 9. 30). 이 중고등학

생이전체의68.3%인522명이었고중학생218명(28.5%), 초

등학생24명(3.2%)으로매년평균고등학생75명, 중학생31

명, 초등학생3명이스스로삶을포기하고있다. 이처럼청소

년의자살이날로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어자살의

원인이되는정확한요인을파악하고이에따른적절한대책

이매우시급하다고본다.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자살생각은 자살을 예측하는 가장

직접적이고도 중요한 선행요인이라 본다(박병금, 2006). 자

살생각이 생각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살시도

로이어질수있으며반드시즉각적인자살시도로이어지지

않더라도 후의 자살시도의 가장 중요한 예측 지표가 될 수

있다(Shaffer, et al., 1996, 박병금, 2006, 재인용). 그러므로

청소년의자살을사전에예방하고이에대한적절한대처방

안과 대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자살생각에 대한 관련요인

을검토함이매우중요하다.

청소년자살의원인은개인의심리적차원이나특정한사

회구조등의단일요인에의해일어나기보다개인의심리적

특성과 함께 가족, 학교 및 사회적인 요인을 포함한 이들의

복잡한상호작용에의해일어난다(김기환, 전명희, 2000; 최

원기, 2004). 자살생각의가장위험한선행요인으로우울의

심리적특성이지적되고있다. 우울은정신건강의심각한위

험요인으로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그 발생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는 성인기보다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정옥분,

1998). 청소년기에우울의발생빈도가높아지는이유는사춘

기를 경험하면서 신체적 변화, 심리 및 사회적 스트레스의

증가와더불어독립하려는과정에서겪는불안과좌절및이

로인한자신에대한부정적평가가우울을야기하기때문이

다(김미 , 강윤주, 2000). 우울은 정서적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에대한비관적인태도, 죽음이나자살에대한반복적인

생각으로 발전된다(전 주, 2001). 실제 고등학생을 대상으

로한많은선행연구에서우울이자살생각의가장직접적이

고강력한예측요인임이검증되고있다(전 주, 2001; 정

주, 2006; 하상훈, 2000).

우울과함께최근자살생각과관련이있는청소년의중요

한심리적특성으로소외감이부각되고있다. 소외감은자신

과환경과의관계에서개인이지각한주관적심리적경험으

로써 자신과 삶과의 유리감을 의미하며 무력감, 무의미, 규

범상실, 고립감을포함한다(Mau, 1992, 이윤주, 김경화, 민

하 , 2008, 재인용). 특히청소년기는자아정체감을형성해

야하는시기로생의발달단계에서의미있는전환기가되지

만, 이러한 과정에서 심각한 갈등과 좌절을 경험하는 경우

가족이나교사및또래로부터지지를받지못하고이를해결

하지못하면무력감, 고립감및무의미감으로발전되어소외

감이야기될가능성이크다(Calabrese, 1987). 소외감은청소

년의 정신 건강의 위험행동으로서 자살과 접하게 관련되

어있으며(Bonner & Rich, 1988; Gover, 1991) 이러한관련

성은최근고등학교청소년의자살생각에소외감이가장큰

인과효과를보인연구(이은숙, 2002), 무력감, 무의미, 규범

상실, 사회적 고립 및 자아고립의 소외감이 높은 청소년이

자살생각이더많다는연구(이윤주외, 2008)에서 확인되고

있다.

청소년의자살생각에 향을미치는환경적요인중가족

환경은 가장 직접적이며 강력한 향을 미친다. 가족환경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향은 많은 연구들에서 밝혀

지고 있는데 특히 학대경험, 가정문제 스트레스, 가족의 지

지및사회경제적지위가빈번히다루어지고있었다. 부모로

부터의 과다한 통제와 학대경험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직

접적인 향을 미치며(박병금, 2006; Peterson & Rollins,

1987) 가정문제스트레스또한청소년의자살생각을예측하

는 위험요인으로 밝혀졌다(정혜경, 안옥희, 김경희, 2003).

그리고가족의폭력경험및낮은사회경제적수준과언어적

폭력도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이 있는 부정적 요인이다

(Wright, 1985). 반면가족의지지는청소년의바람직한발달

과적응에기여하므로자살생각을예방하는요인이될수있

다. 실제로자살충동을경험한학생이경험하지않은학생보

다정서적지지를더낮게지각하는것으로밝혀졌으며(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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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외, 2003), 낮은사회적지지가우울수준을높이고이는

다시 자살을 야기한다는 연구도 있다(Harter, Marold, &

Whitewell, 1992). 이처럼, 가족학대, 가정스트레스, 가족의

지지및사회경제적지위은자살생각의예측요인이됨을알

수있다.

학교는청소년이가장많은시간을보내는곳으로학교생

활에서 얼마나 잘 적응하는가는 청소년의 바람직한 적응과

건강한발달에중요한비중을차지한다. 그러나학교생활부

적응이 위축, 적대감 및 공포감으로 이어져 심각한 부적응

문제로발전할수도있으며(노숙 , 1997) 특히집단따돌림,

학업 성취의 저하는 자살생각과 자살 행동으로 연결되기도

한다(김기환, 전명희, 2000). 또한학교성적과학교스트레스

가청소년의자살충동의중요한예측요인(정혜경외, 2003)

이며자살생각경험집단의청소년이학업에대한스트레스가

많다(윤성림, 윤진, 1993)고밝혀지고있어청소년의학교생

활 부적응은 자살생각의 예측요인임이확인되고 있다. 그런

데 최근 학교생활 적응은 단일 개념이라기보다는 복합적인

개념으로이해되고있으며(문은식, 2002) 구성하위 역으로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습활동 역, 규칙준수관계등이포함

되며 청소년의 경우 이성관계도 고려되고 있다(김기하,

1997). 그러므로청소년의자살생각에학교생활의어떠한구

성요인이 더 관련이 있는지를 감안하여 분석함이 필요하다

고본다.

한편 위에서 살펴본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직접적 향을

미치는소외감, 우울, 가족환경과학교생활부적응간의관계

를 밝힌 선행연구들도 많았다. 먼저 가족환경은 소외감, 우

울및학교생활부적응에중요한 향을미치고있음이보고

되고 있으며(류경희, 2003; 박병금, 2006; 이은숙, 2002)

학교생활 부적응은 청소년의 소외감과 우울에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양돈규, 임 식, 1998; 홍나미,

1998; Kandel, Raveis, & Davies, 1991). 또한청소년의소외

감이높을수록우울이높다는연구가있었다(이은숙, 2002;

전 주, 2001).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청소년의 자살 생각을

직접적으로예측하는소외감, 우울, 가족환경과학교생활부

적응은 서로 인과적으로 관련하여 자살생각에 직·간접적

향을미치리라유추할수있다. 이에따라청소년의자살

생각에 소외감, 우울, 가족 환경과 학교생활 부적응의 직·

간접적 향을다음과같이가정할수있다. 첫째,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소외감, 우울, 가족환경 및 학교생활 부적응은

직접적인 향을미친다. 둘째, 청소년의자살생각에가족환

경과 학교생활 부적응은 소외감과 우울을 매개로 간접적으

로 향을 미친다. 셋째,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소외감은 우

울을매개로간접적으로 향을미친다.

그러나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하여 소외감, 우울, 가족

환경및학교생활부적응을포함하여관련변인간의경로모형

을 검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등학교

청소년의자살생각과소외감, 우울, 가족환경및학교생활부

적응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청소년의 자살생

각에 대한 소외감, 우울, 가족환경 및 학교생활부적응간의

경로를검토하고자한다. 본연구의결과는청소년의자살생

각에 소외감, 우울, 가족환경 및 학교생활부적응이 어떠한

직·간접적 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

소년의 자살생각을 감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대처

방안에중요한자료가되기를기대한다.

위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적경로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구체적인연구문제는

다음과같다.

첫째,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소외감, 우울과 가족환

경(사회경제적지위, 가족학대, 가정스트레스, 가족지지) 및

학교생활부적응(교사관계, 교우관계, 학습활동, 규칙준수,

이성관계)의관계는어떠한가?

둘째,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소외감, 우울과 가족환

경및학교생활부적응의직·간접적 향은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과 창원시의 인문계 고등학교 2곳

과실업계고등학교 2곳의 2학년에재학중인청소년 577명

이다. 이중남학생은 282명이며여학생은 295명이다. 연구

대상청소년과그들부모의일반적인특성을살펴보면다음

과같다. 연구대상청소년의아버지연령은 46~50세가 317

명(54.9%)으로가장많았고다음으로41~45세이상이128명

(22.2%)이었으며, 어머니연령은41~45세가288명(49.9%)으

로가장많았고다음으로 46~50세가 223명(38.6%)이었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이 309명(53.6%)으로 가장 많았고 다

음이대졸이상 218명(37.8%)이었으며, 어머니학력은고졸

이 382명(66.2%)으로 가장많았고다음이대졸이상 146명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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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이었다. 소득수준은201~300만원이173명(30.0%)으

로가장많았고다음으로100~200만원이137(23.7%), 401만

원이상121명(21.0%)으로나타났다.

2. 연구도구

1) 자살생각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Reynolds(1988)

의자살생각척도(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를번안

하여요인분석을통해재구성한박병금(2006)의척도를사용

하 다. 본 척도는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예를들면‘기회가있으면자살할것이라고생각했다.’등으

로구성되어있다. 본척도는지난 1년간의청소년의자살에

대한생각의빈도를측정하여‘전혀없다’0점에서‘거의매

일’6점인 7점리커트척도로평정하도록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청소년의자살생각이많은것을의미한다. 본연구

에서나타난척도의신뢰도Cronbach α는.94이었다.

2) 심리적특성

(1) 우울

청소년의우울수준을측정하기위하여미국정신보건연

구원에서제작한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 Depression Scale)를신승철외(1991)가번안한척

도를사용하 다. 본척도는 20문항으로구성되어있으며각

문항들은‘전혀없었다’0점에서‘매일있었다’3점인4점리

커트척도로평정하도록되어있다. 긍정적인문항은역채점

하 으며점수가높을수록우울정도가높은것을의미한다.

본연구에서나타난척도의신뢰도Cronbach α는.86이었다.

(2) 소외감

청소년의소외감을측정하기위하여Mau(1992)가개발한

SAS(Student Alienation Scale)와강완숙(2000)의소외감도

구를 근거로 이은숙(2002)이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 다.

본 척도는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들은‘전혀

그렇지않다’1점에서‘매일그렇다’4점인4점리커트척도

로평정하도록되어있는데점수가높을수록청소년의소외

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는.92로나타났다.

3) 가족환경

(1) 사회경제적지위

청소년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ocial Economic

Status)를측정하기위하여신경진(2000)의사회경제적지위

수준을측정하기위한기준을기초로하 다. 본연구에서는

아버지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교육수준, 월평균소득수준으

로 측정하 으며, 각 하위요인 측정치를 합산하여 표준점수

로 바꾸어 사용하 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1

점, 중학교졸업2점, 고등학교졸업3점, 4년제대학졸업이

상 4점으로평정되어있다. 월평균소득은‘100만원미만’1

점, ‘101~200만원’2점, ‘201~300만원’3점, ‘301만원이

상’4점으로평정하게되어있다. 점수가높을수록청소년의

부모의사회경제적지위가높은것을의미한다.

(2) 가정스트레스

청소년의가정스트레스를측정하기위해전은화(2006)의

가정스트레스척도를사용하 다. 본척도는8문항으로구성

되어있으며‘전혀그렇지않다’1점에서‘매우그렇다’5점

인 5점리커트척도로평정하도록되어있다. 점수가높을수

록가정스트레스가높은것을의미한다. 본연구에서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는.81로나타났다.

(3) 가족지지

청소년의가족지지를측정하기위해전은화(2006)의가족

지지척도를기초로본연구에적절하게수정보완하여재구

성하여사용하 다. 본척도는 11문항으로구성되었으며‘전

혀그렇지않다’1점에서‘매우그렇다’5점인5점리커트척

도로평정하도록되어있다. 점수가높을수록가족지지가높

은것을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척도의신뢰도 Cronbach α

는.77로나타났다.

(4) 가족학대

청소년의가족학대를측정하기위해신체적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으로구성하 는데신체적학대는Straus(1979)가

제작한CTS(The Conflict Tactics Scale) 중폭력척도를수정

보완한권자 (1991)의신체적학대척도와정서적학대는신

화(1896)의 척도 및 방임은 아동학대 국제 상임 위원회

(ISSCA: International Standing Committee of Child

Abuse)가제시한기준을중심으로홍은주(1998)가수정보완

한문항을포함하여구성하 다. 본척도는신체적학대4문

항, 정서적 학대 4문항, 방임 5문항으로 13문항으로 구성되

었으며‘전혀없었다’0점에서‘자주그랬다’2점인 3점리

커트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하위

요인의 점수를 합하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경험이 많

은것을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척도의신뢰도 Cronbach α

는.85로나타났다.

4) 학교생활부적응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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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의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습활동 역, 규칙준수관계,

이성관계의 5개 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학교생활 부적응척

도를사용하 다. 원 척도는각하위 역 12문항모두 60문

항이었으나본연구에서는각하위 역에서신뢰도를떨어

뜨리는 1문항씩을 제외하고 모두 55문항을 사용하 다. 본

척도는‘그렇지않다’1점‘가끔그렇다’2점‘자주그렇다’

3점‘항상그렇다’의 4점으로평정하게되어있으며점수가

높을수록각 역에서의학교생활부적응수준이높은것을

의미한다. 본연구에서척도의신뢰도Cronbach α는교사관

계 .84, 교우관계 .82, 학습활동 역 .87, 규칙준수관계 .77,

이성관계 .87로나타났다.

3. 연구절차 및 자료처리

2007년 12월 27일 측정도구의 문항에 대한 이해도와 연

구절차의적합성을알아보기위하여창원지역고등학교1개

교를선정하여 1학년 37명을대상으로예비조사를실시하

다. 예비조사의 결과 각 측정도구의 문항에 대한 이해의 어

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절차상의 문제도 없는

것으로나타났다.

본 조사는 2008년 2월 11일에서 15일 까지 부산시 동래

구, 도구, 사하구와 창원시에 소재한 인문계와 실업계 고

등학교 4개교에서임의표집하여 2학년 23학급을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본연구자가각학교를직접방문하여과목담당

교사에게연구의목적과조사방법을설명한후학생들에게

배부하고 회수하 다. 회수된 자료 중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부실기재된자료를제외한 577부를최종분석자료로사용

하 다. 수집된자료는SPSS win 14.0과Amos 18.0의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 다. 먼저 연구대상 청소년과 부모의 일

반적특성을파악하기위하여빈도와백분율을구하 고, 연

구도구의신뢰도를검증하기위하여Cronbach α 계수를산

출하 다. 연구문제1은Pearson의적률상관계수를실시하고

연구문제2는 경로분석을 실시 하 다. 이론적 모형 검증을

위한미지수와부합지수들의계산은최대우도법을사용하

고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절대적합지수로

표준카이자승치(χ2값을자유도로나눈값), GFI, 조정적합지

수로AGFI, RMSEA를통해분석하 다. 또한증분적합지수

의 지표인 적합지수 TLI와 NFI를 통하여 기초모형에 대한

제안모형의 부합도를 평가하 다. 그리고 연구모형의 적합

도를확보하기위한수정은이론적정당성과수정지수에근

거하 다(김계수, 2007, p. 446).

Ⅲ. 결과및해석

1.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소외감, 우울과 가족환경 및

학교생활 부적응의 관계

청소년의자살생각과소외감, 우울과가족환경및학교생

활부적응의관계를살펴보기위하여Pearson의적률상관분

석을실시하 으며그결과는<표 1>과같다.

<표 1>에의하면청소년의자살생각은가족학대(r = .375,

p < .001), 가정스트레스(r= .265, p < .001), 학교생활에서의

교사관계(r= .254, p < .001), 교우관계(r= .283, p < .001), 학

습활동(r= .242, p < .001), 규칙준수(r= .189, p < .001), 이성

관계(r = .224, p < .001) 부적응, 소외감(r = .549, p < .001),

우울(r = .634, p < .001)과정적상관관계가가족지지(r = -

.213, p < .001)와는부적상관관계가나타났다. 즉청소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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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소외감, 우울과 가족환경 및 학교생활 부적응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향 5

1 2 3 4 5 6 7 8 9 10 11 12

가가족족환환경경
1. 사회경제적지위000001
2. 가족학대 .042000001
3. 가정스트레스 .091* .297***000001
4. 가족지지 .038 -.381*** -.166***000001

학학교교생생활활부부적적응응
5. 교사관계 .059 .259*** .221*** -.177***000001
6. 교우관계 -.031 .328*** .194*** -.171*** .306***000001
7. 학습활동 -.048 .225*** .225** -.076 .496*** .180***000001
8. 규칙준수 -.004 .299*** .117*** -.129** .291** .424** .118**0000001
9. 이성관계 .043 .255*** .202*** -.116** .373*** .384*** .360*** .382***000001
1100.. 소소외외감감 -.031 .372*** .460*** -.247*** .480*** .326*** .454*** .183*** .266***000001
1111.. 우우울울 -.071 .384*** .267*** -.278*** .295*** .262*** .246*** .173*** .165*** .621***000001
12. 자살생각 -.048 .375*** .265*** -.213*** .254*** .283*** .242*** .189*** .224*** .549*** .634*** 1

M 5.96 .29 1.96 3.07 1.73 1.51 1.98 1.43 1.56 2.07 .99 .66
(SD) (1.86) (.33) (.68) (.66) (.59) (.48) (.70) (.51) (.61) (.57) (.44) (.88)

*p < .05  **p < .01  ***p < .001

<표 1>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변인의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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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합지수 조정적합지수 중분적합지수

χ2/df p(유의확률) GFI AGFI RMSEA TLI NFI
적합지수 .29/1 p = .590 1.00 .993 .000 1.02 1.00
적합기준 χ2/df < 3 p > .05 > .90 > .90 < .08 > .90 > .90

<표 2> 경로모형의 적합도 분석결과

변인간경로 B β S.E. C.R.

→교사관계 .123 .039 .121 1.013
→교우관계 -.044 -.017 .101 -.433

사회경제적
→학습활동 -.207 -.061 .135 -1.540

지위
→규칙준수 -.007 -.003 .102 -.074
→이성관계 .012 .004 .130 .090
→소외감 -.469 -.063 .238 -1.971*
→우울 -.243 -.051 .153 -1.586

→교사관계 .167 .158 .043 3.885***
→교우관계 .102 .115 .036 2.823**
→학습활동 .259 .223 .048 5.417***

가정스트레스
→규칙준수 .067 .075 .036 1.843
→이성관계 .164 .148 .046 3.558***
→소외감 .742 .294 .087 8.562***
→우울 -.069 -.042 .059 -1.163
→자살생각 .008 .004 .079 .104

→교사관계 .337 .248 .059 5.738***
→교우관계 .353 .310 .049 7.176***
→학습활동 .314 .211 .065 4.801***

가족학대
→규칙준수 .389 .341 .049 7.875***
→이성관계 .337 .237 .063 5.360***
→소외감 .345 .106 .122 2.818**
→우울 .304 .146 .079 3.855***
→자살생각 .293 .101 .108 2.718**

→교사관계 -.064 -.080 .033 -1.918
→교우관계 -.030 -.045 .028 -1.072
→학습활동 .025 .028 .037 .667

가족지지
→규칙준수 -.006 -.008 .028 -.201
→이성관계 -.017 -.020 .036 -.475
→소외감 -.152 -.080 .066 -2.315*
→우울 -.107 -.087 .042 -2.528*
→자살생각 .023 .014 .057 .408

→소외감 .468 .196 .110 4.258***
교사관계 →우울 -.083 -.054 .072 -1.161

→자살생각 -.106 -.050 .096 -1.106

→소외감 .383 .135 .120 3.187**
교우관계 →우울 .019 .010 .078 .245

→자살생각 -.022 -.009 .105 -.210

→소외감 .499 .230 .092 5.409***
학습활동 →우울 -.025 -.018 .061 -.414

→자살생각 -.046 -.024 .081 -.567

→소외감 -.102 -.036 .128 -.795
규칙준수 →우울 .186 .101 .082 2.254*

→자살생각 .130 .051 .112 1.168

→소외감 -.080 -.035 .091 -.879
이성관계 →우울 -.058 -.040 .058 -1.003

→자살생각 .211 .104 .079 2.686**

소외감
→우울 .369 .572 .027 13.811***
→자살생각 .202 .225 .042 4.860***

우울 →자살생각 .620 .446 .056 11.040***

*p < .05  **p < .01  ***p < .001

<표 3> 경로모형의 경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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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소외감, 우울과 가족환경 및 학교생활 부적응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향 7

가족으로부터의 학대경험과 가정스트레스가 많을수록 학교

에서교사관계, 교우관계, 학습활동, 규칙준수및이성관계의

부적응이높을수록소외감과우울이높을수록가족지지가적

을수록자살생각을더많이하는것으로해석된다.

2.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소외감, 우울과 가족환경 및

학교생활 부적응의 직·간접적 향

청소년의소외감, 우울과가족환경및학교생활부적응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직·간접적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먼

저본연구에서제시한가설적연구모형이적합한지를알아

보고 최적의 모형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대우도법을 사용하

여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 다. 초기 가설모델은 포화

모델로나타나유의하지않은경로중하나를제거하고가설

적경로모형을분석한결과 χ2값은980.15(df = 17, p < .001)

이며GFI는 .742, AGFI는-.184, RMSEA는 .314, TLI는-

.616, NFI는 .588로모든적합도가수용기준이하로적합도

가좋지않은것으로나타나모형수정을고려하 다. 결과에

서산출된모형지수(modification index)를검토한후측정오

차간의 상관을 허용하여 오차항간의 공변량을 자유화시켜

최초의 연구모형에서 더 적절한 모형으로 수정하 다(김계

수, 2007, p. 446). 수정모델을분석한결과나타난적합도

지수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표2>와같다.

<표 2>에의하면절대적합지수의경우 χ2/df는 0.29, GFI

는 1.00, 조정적합지수의 경우 AGFI는 .993, RMSEA는

.000, 증분적합지수의경우TLI는 1.02, NFI는 1.00으로나

타나 모든 값이 적합기준에 부합되므로 경로모형이 적합함

을알수있다.

이러한과정을거쳐구축된경로모형의경로계수는<표3>

과같고이에따라최종경로모형을<그림2>에제시하 다.

<그림2>에의하면청소년의자살생각에가족학대는직접

적인 향(β = .10, p < .01)을미칠뿐만아니라교사관계(β =

.25, p < .001), 교우관계(β = .31, p < .001), 학습활동(β = .21,

p < .001), 규칙준수(β = .34, p < .001), 이성관계(β = .24, p <

.001) 부적응과소외감(β = .11, p < .01) 및우울(β = .15, p <

.001)을매개로하여간접적인 향도나타났다. 또한청소년

의자살생각에사회경제적지위의경우소외감(β = -.06, p <

.05)을통하여, 가정스트레스의경우학교생활에서의교사관

계(β = .16, p < .001), 교우관계(β = .12, p < .01), 학습활동(β

= .22, p < .001)과이성관계(β = .15, p < .001) 부적응과소외

감(β = .29, p < .001)을통하여, 가족지지의경우소외감(β =

-.08, p < .05)과우울(β = -.09, p < .05)을통하여간접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접적인 향은 발견되

지않았다.

또한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학교생활에서의 이성관계 부

적응은직접적인 향(β = .10, p < .01)을미치는것으로나

타났으며 간접적 향은 발견되지 못하 다. 청소년의 학교

생활에서의교사관계(β = .20, p < .01)와교우관계(β = .14, p

< .01) 및학습활동(β = .23, p < .001) 부적응은소외감을통

하여규칙준수부적응은우울(β = .10, p < .05)을통하여자

살생각에간접적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직접적

향은발견되지않았다.

그리고청소년의자살생각에소외감은직접적인 향(β =

.23, p < .001)을미칠뿐만아니라우울(β = .57, p < .001)을

통하여 간접적인 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

<그림 2>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관련변인의 경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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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우울은 가장 큰 직접적인 향(β =

.45, p < .001)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들모형의다중

상관자승치를 살펴본 결과 관련변인들의 자살생각에 대한

설명력은 46.4%로 나타났다. 이들을 종합하여 청소년의 자

살생각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직·간접효과와 총 효과를 살

펴보면<표4>와같다.

<표 4>에 의하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소외감이 가장 큰

인과효과를보 으며그다음우울, 가족학대, 가정스트레스,

학교생활에서의규칙준수와학습활동과이성관계부적응, 가

족지지, 교우관계 부적응, 가족의 사회경제적지위의 순으로

청소년의자살생각에인과효과가큰것으로나타났다.

Ⅳ. 논의및결론

본연구는고등학교2학년청소년을대상으로자살생각에

대한 소외감, 우울과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학대, 가정스트

레스, 가족지지의가족환경과학교생활부적응이자살생각에

미치는 직·간접적 향을 경로분석을 통하여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결과를 선행연구와

관련지어논의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가족환경중가족학대는청소년의자살생각에직접

적인부정적 향을미칠뿐만아니라전체적인학교생활부

적응을 높이고 소외감과 우울을 증가하게 하여 자살생각을

야기하는 간접효과도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으로부

터의 학대경험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향과 우

울을통한간접적인 향을밝힌연구(박병금, 2006)와일치

하며 가족환경이 학교생활부적응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

(류경희, 2003) 및부모의감시, 통제및감독정도가높은요

구적 양육태도가 소외감과 우울을 높이고 자살생각에 간적

접인 향을미친다는연구(이은숙, 2002)에 의해서도지지

되었다. 그러므로 가족으로부터의 학대경험은 직접적으로

자살생각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의 적응을 어렵게

하고소외감과우울의원인이되어청소년의자살생각을유

발하는위험요인으로볼수있다. 가정의스트레스는청소년

의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향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학교생

활에서교사관계, 교우관계, 학습활동및이성관계의어려움

을야기하고소외감을높여자살생각에 향을미치는간접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이 가정

스트레스와 관계가 있다는 연구들(이지연, 2004; 전은화,

2006; 조희식, 2006)과맥락을같이한다. 또한낮은가족의

지지는 소외감과 우울을 높여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부정적

인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부모-자

녀간의 정서적 친 도와 소외감이 관계가 있다는 연구(지지

, 2002), 소외감이청소년의자살생각에직접적인 향을

미친다는연구(이은숙, 2002)에의해지지되었다. 가족의사

회경제적 지위는 청소년의 소외감을 통하여 청소년의 자살

생각에간접적인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

과는가정수입이청소년의소외감및자살생각과관련이있

다는연구(이윤주외, 2008)와유사하다. 이로써청소년의자

살생각에 가족으로부터의 학대경험, 가정스트레스 및 낮은

사회경제적지위는위험요인이되며가족지지는보호요인이

됨을 알 수 있으며 가족환경이 중요한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이성관계 부적응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청

소년의부적절한이성관계가직접적으로자살생각으로발전

될수있는위험요인이될수있음을의미한다. 그런데이는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학교환경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박병

금, 2006)는있었으나학교생활부적응의하위요인별로청소

년의 자살생각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본 연구가

없어 단정적인 해석은 어렵다. 이성관계 부적응이 자살생각

에미치는직접적인 향에대한일반화된결론을위하여이

에대한연구가보완되어야한다고본다. 학교생활에서의교

사관계, 교우관계, 학습활동부적응은소외감을통하여우울

을높게하여, 규칙준수의부적응은우울을통하여자살생각

을 많게 하는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우관

계, 학업성취도및학교애착이소외감을예측하는중요한변

인으로나타난연구(이은숙, 2002), 교우관계부적응이자살

생각과관련이있다는연구(전 주, 이숙현, 2000), 소외감이

청소년의 우울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김선미, 1994; 이은

숙, 이은주, 2002)에의해지지되었다. 이로써학교생활부적

응이청소년의소외감을야기하며이는우울을높여자살생

각을많게하는것으로볼수있다. 이는청소년의학교생활

적응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자살생각을 방지 할 수 있

는하나의방안이될수있음을시사한다.

8     대한가정학회지 : 제48권 8호, 2010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가가족족환환경경
1. 사회경제적지위 .000 -.058 -.058
2. 가정스트레스 .004 .166 .170
3. 가족학대 .101 .200 .301
4. 가족지지 .014 -.082 -.068

학학교교생생활활부부적적응응
5. 교사관계 -.050 .070 .020
6. 교우관계 -.009 .069 .061
7. 학습활동 -.024 .102 .079
8. 규칙준수 .051 .028 .079
9. 이성관계 .104 -.035 .069
1100.. 소소외외감감 .225 .255 .480
1111.. 우우울울 .446 .000 .446

<표 4>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인과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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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청소년의자살생각에소외감은직접적 향을미칠

뿐만아니라우울을매개로하는간접효과도나타나가장큰

인과효과를 보 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소외감이 자살

생각에 직접적인 효과 뿐 만 아니라 우울을 통한 간접적인

효과를 보여 가장 큰 순 효과를 보인 연구(이은숙, 2002)와

일치하 으며고등학교청소년을대상으로자살생각을자주

하는집단일수록소외감이더높다는연구(이윤주외, 2008)

와도 맥락을 같이 하 다. 이는 자살의 많은 경우에 가족이

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단절되거나 심한 고립감을 경험한다

는연구(Feldman & Eliot, 1990, 이윤주외, 2008, 재인용)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이로써 청소년의 소외감은 자살생각의

가장중요한위험요인의하나임을알수있다. 이에대한이

유로는 많은 청소년들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며 갈등과 혼

란을경험하게되는데, 이를극복하지못하고가족과학교로

부터 소외감을 지각할 경우 자살생각으로 직접적으로 연결

될뿐만아니라소외감은우울을높이고우울은다시자살생

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청소년의 소외감은 자살

생각으로발전될가능성이매우높기때문에청소년이소외

감을느끼지않도록다양한사회적지지와방안이자살생각

을방지할수있는최선의해결책중의하나라볼수있다.

우울은청소년의자살생각에가장큰직접적인 향을미

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청소년의자살생각혹

은충동에우울이가장강한직접적인 향을미치는것으로

나타난 많은 연구들 (박병금, 2006; 이은숙, 2002; 전 주,

2001; 정혜경외, 2003; Shaffer, et al., 1996)과일치한다.

또한우울은청소년의소외감, 학교생활부적응, 가족환경과

자살생각의 경로에서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청

소년의 소외감, 가족으로부터의 학대경험과 낮은 가족지지

및 학교생활에서의 규칙준수 부적응은 우울을 야기하고 이

는 자살생각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

스트레스와 가족학대는 학교생활에서의 교사관계, 교우관

계, 학습활동부적응을야기하며이는다시소외감과우울을

통하여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우울이 부정적인 가족환경 및

학교환경과청소년의자살구상의경로에서중요한매개변인

으로나타난연구(전 주, 2001), 청소년의소외감이우울을

매개로하여자살생각에 향을미치는연구(이은숙, 2002)

와 거의일치하 다. 이로써청소년의소외감, 부정적가족

환경, 학교생활부적응등으로인해우울성향이높아지며이

는자살생각에 향을미침을알수있다. 이에따라우울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의 가장 중요한 선행요인임을 재차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예방하고 감소

하기위하여우울성향이높은청소년들에대한적극적인관

심과함께우울성향을치료하는것이가장필요함을시사한

다. 더불어 우울성향을 높일 수 있는 소외감을 비롯한 부정

적인 가족환경, 학교생활 부적응의 위험요인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다. 즉, 청소년의 소외감을 예방할 수

있는가족의따뜻한지지와학교생활에서의적응을도울수

있는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의 예방과 감소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본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

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가족학대 경험, 학교생활에서의 이성관계 부적응과 소외감

및우울은직접적인 향을미치며, 이중우울은가장큰직

접적인 향을 보 다. 또한 가족학대경험은 학교생활 부적

응과소외감및우울을매개로하여, 소외감은우울을매개로

하여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간접적인 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소외감을 매개

로, 가정스트레스는 학교에서의 교사, 교우 및 학습활동 부

적응과 소외감을 매개로, 가족지지는 소외감과 우울을 매개

로하여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간접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부적응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소외

감과우울을매개로하여간접적인 향이나타났으나직접

적인 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셋째,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소외감은가장큰인과효과를보 다. 그 다음우울, 가족학

대 경험, 가정스트레스, 학교생활에서의 학습활동과 규칙준

수, 이성관계부적응, 가족지지, 교우관계부적응, 사회경제

적지위의순으로청소년의자살생각에인과효과가큰것으

로나타났다. 이로써청소년의자살생각에소외감은가장위

험한 요인이며 우울은 직접적인 선행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청소년의자살생각에가족으로부터의학대경험과이성

관계부적응이직접적 향을미치며가정스트레스와학교

생활부적응이소외감과우울을매개로하여부정적인 향

을미침을알수있다. 본연구의제한점과결과를일반화하

기위한제언을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본연구는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하여 우울, 소외감의 심리적 특성과 사회경제

적 지위, 가족지지, 가정스트레스, 가족학대의 가족환경 및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습활동 역, 규칙준수관계, 이성관계

의 학교생활 부적응의 변인만을 설정하 다. 그러나 선행연

구에서제기되었던자살생각에 향을주는다양한심리적

특성, 가족환경, 대중매체의환경요인등도자살생각에중요

한 향을미치므로이를포함한좀더포괄적이고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질문지법을 통하여 청소

년의자살생각에대한보고에의존한한계가있다. 청소년의

자살을방지하고예방하기위한좀더심화된연구를위하여

자살시도에관한면접조사와가족과교사보고등다중적자

료원이포함되어야하며이를통하여좀더일반화할수있

는결론이도출되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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