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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자기통제력, 스트레스, 외로움 및 자살시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자살시도 예
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1,253명의 대학생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7.0 

Program으로 기술통계, χ2
-test, 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통계 처리 하였

다. 자살시도를 한 정도는 대학생의 13.6%로 나타났고, 자기통제, 인터넷 중독, 스트레스, 자기 효능감, 불안, 외로움
의 점수는 각각 69.9점, 42.5점, 86.4점, 48.2점, 46.2점, 40.1점 이었다. 자살시도는 성별, 종교, 부모 생존, 가족의 경
제적 상태, 주거형태, 교우관계, 운동, 음주, 외로움, 상태불안, 스트레스, 자기통제력 그리고 인터넷 중독에 따라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자살시도의 영향요인은 부모생존, 인터넷 중독, 성별, 운동 그리고 외로움으로 나타났고, 변수의 설
명력은 5.5%를 차지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생에 대한 자살예방 프로그램과 조기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대학생의 자살
시도의 예방을 제안 한다. 향후 대학생의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규명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self-control, stress, loneliness among 
University Students,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prevention of suicide occurrence.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253 university students.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χ2-test, 
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 17.0 Program. Results: The 
degree of the suicide attempt was 13.6%. The reported scores for self-control, internet addiction, stress, 
self-efficacy, anxiety, loneliness were 69.9, 42.5, 86.4, 48.2, 46.2, 40.1, respectively. The degree of suicide 
attempt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gender, religion, parents status, family economic status, living, 
friendship, exercise, alcohol drinking, loneliness, state anxiety, stress, self-control, and internet addiction. The 
influential factors affecting suicide attempt were parents status, internet addiction, gender, exercise, and 
loneliness, which explained about 5.5% of the variance. Conclusions: These result suggest that earlier screening 
and suicide prevention programs for university students will be helpful in preventing suicide attempt. Future 
studies need to be pursued to find various variances for suicide attempt for universit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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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한국사회에서의 경제발전이 고도로 압축 성장하여 세
계가 주목하는 수준인 반면에 그에 따른 자살률도 급증하
여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

망률을 보면 2002년에 19.1명, 2005년에 26.1명, 2007년에 
24.8명이었고, 2008년에는 26.0명으로 총 1만 2,858명으로 
집계되었는데, 2008년의 자살률이 1998년 대비 41.4% 증
가하여 전체 사망원인 중 4위에 해당 되어 경제협력개발
기구 회원국 가운데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1]. 특히 
20~29세 청년층의 자살률이 22.6명으로 사망원인 1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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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명을 얻고 있으며[2], 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 
보다 40%나 더 많은 수치에 해당 된다[3].

20대의 주 연령층인 대학생은 성인으로의 전환과정에 
위치하고 있어서, 취업을 통해 경제적 독립에 대한 가족
의 기대와 사회적 압력 등의 복잡한 심리사회적 위기에 
당면하게 되는 시기로써, 내․외부적 혼란의 경험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죽음을 택하기도 한다[4].

또한 최근의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청년실업
률의 증가와 가중한 취업관련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인 
자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대학생들에 대
한 자살관련 문제가 중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5]. 특히 
자살관련 행동을 경험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대인관계, 대학 생활 적응, 신체적 건강 등이 더 불
량하고, 우울이나 불안 증상도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
나, 이들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은 경우가 매우 희박하여 
자살의 위험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6]. 또한 자살시도 후 
살아남은 사람들은 추후 더 완벽한 자살을 준비함으로써 
미래에 더 높은 자살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
라[7], 다른 건강문제와는 다르게 단 한 번의 시도로 생사
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
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특히나 국내의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의 추이를 
볼 때 20~29세의 청년층의 자살은 중요한 생산적 자원인 
경제인구 감소로 이어져 국가적인 큰 손실을 초래하기 때
문에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관심을 집중해야만 
하는 중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대학생들의 자살관련 행동 등에 관한 기초 조사를 
수행하는 시스템이 적극 필요한데, 미국의 경우에는 정기
적으로 대학생들의 자살관련 사고나 행동에 대한 대규모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학 단위별로도 학생들의 자살 
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해 오고 있다[8]. 국내 대학에서도 자
살예방교육 및 상담, 예방프로그램의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9]. 

그 동안 국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살생각[3], 불
안과 우울[6], 인터넷 중독[10], 생활스트레스, 자아존중감
과 문제해결능력[11], 자기효능감[5] 등의 요인 관련성 연
구로 대상자의 다수가 노인이나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영
향력을 규명한 것으로써, 대학생의 자살시도에 대한 관심
과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한 편이다[3]. 또한 선행연구들
은 대학생의 특성과 관련된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하였기에 대학생의 자살시도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들
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기통제력, 인터넷 
중독, 일상적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상태불안 및 외로움 

등의 요인들과 자살시도와의 관계를 규명하여 자살시도
의 영향요인을 확인함으로써, 대학생의 자살 예방 대책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1.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자기통제력, 스트레스, 외
로움 및 자살시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며, 구체적
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학생의 자살시도 정도를 파악한다. 
• 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학생의 자살시도, 자기통제력, 인터넷 중독, 일상
적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상태불안 및 외로움  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대학생의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 까지였으며, 강원지역 S시 소재 두 캠퍼스를 가진 
종합대학교의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
고 자발적으로 동의 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사전에 연구자가 연구대상
자에게 연구 참여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과 설문 작
성을 중도에 그만 둘 수 있음을 알렸으며, 이를 승인한 학
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도록 하여 자료를 수
집하였다. 배부된 설문지는 1,300부였으나 자료가 불충분
한 47부를 제외한 1,253부를 본 연구 분석에 이용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자기통제력 척도 (Self-Control Rating Scale,  

  SCRS)

자기통제력 척도는 Kendall과 Wilcox(1979)의 Self-control 
Rating Scale (SCRS)을 번안하여 자기보고식으로 수정한 
Song(1998)의 척도를 사용하였다.[12] 이 척도는 21개 문
항을 5점 Likert식 척도로 측정한 것으로, 부정문항 9문항
은 역환산하였고, 총점의 범위는 21점에서 최고 105점이
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를 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Song(1998)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는 
.8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는 .8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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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인터넷 척도 (Internet Addiction Scale)

인터넷 중독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Young[13] 온라인 
중독센터(The Center On-Line Addiction)에서 만든 인터넷 
중독검사를 Lee, Lee, Kim과 Oh 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
다.[14] 이 검사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
의 내용은 인터넷이나 통신사용과 관련된 강박적 행동이
나, 행동상의 문제 및 정서적 변화 등을 나타낸다. 5점 
Likert식 척도로 되어 있으며, 총점의 범위는 20-100점이
다. 점수가 20-39점에 해당되는 경우는 비중독 집단(자기
통제가 가능한 온라인 이용자), 40-69점에 해당되는 경우
를 중독경향집단(실생활에 문제가 있던 적이 많은 온라인 
이용자), 70-100점에 해당하는 경우를 중독집단(현실생활
에 지장을 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즉각적인 문
제해결을 요하는 온라인이용자)으로 분류된다. Young 
[13]의 연구에서 Cronbach alpha는 .94이었고, 본 연구에서
는 Cronbach alpha는 .93이었다.

2.2.3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 (Daily Stress Scale)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는 Delongis, Folkman 및 
Lazarus[15]가 사용한 척도를 Kim[16]가 번안한 것을 사용
하였다. 총 36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아주 그렇다’ 4점 까지 4점 척도로 각 항목에 대하여 그
것이 어느 정도 걱정거리가 되었는지 정도에 따라 표시하
도록 하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
음을 의미한다. Kim[16]의 연구에서는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는 .9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는 .95이었다. 

2.2.4 자기효능감 척도 (Self-Efficacy Scale)

본 연구에서는 Sherer 등[17]이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
도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17문항의 Likert 식 5점 척도
로서, 부정문항 6문항은 역환산하였고, 측정된 점수가 높
을수록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Sherer 등
[17]의 연구에서는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는 .71이
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는 .803이었다.

2.2.5 상태불안 척도(State Anxiety Scale)

상태불안은 Spielberger[18]가 개발한 상태불안척도를 
Kim과 Shin[19]이 한국어로 번안한 척도로 10개의 긍정적
인 문항과 10개의 부정적인 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도구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대
단히 그렇다’의 4점 척도로 최저 20점에서 최고 8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
뢰도는 Kim과 Shin[19]의 연구에서 Cronbach alpha는 .87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는 .76이었다.

2.2.6 외로움 척도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KRULS)

외로움 척도는 Russell, Peplau와 Cutrona[20]가 개발한 
20항목의 도구를 Kim[21]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20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자주 그렇다’ 4
점으로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긍정문항 10문항은 역
환산하였고, 최저 20점에서 최고 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
록 외로움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Kim[21]의 연구에서
는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는 .93이었으며, 본 연구
에서는 Cronbach's alpha는 .91이었다.

2.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 자료는 SPSS/WI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살시도, 자기통제력, 인터
넷 중독, 일상적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상태불안 및 
외로움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서술적 통계를 사용하
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각 변수에 따른 자살시도의 
차이 검정은 χ2-test, t-test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자살시도, 자기통제력, 인터넷 중독, 일상
적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상태불안 및 외로움과의 
상관성 정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산
출하였다. 

• 대상자의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
기 위해 다중 공선성 진단 후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검정을 위한 유의도 수
준은 .05로 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으로는 남학생이 59.7%, 여학
생이 40.3%이었으며, 종교는 기독교가 21%, 불교 16.8%, 
천주교 7.4%, 무교가 52.2%이었으며, 부모님에 모두 계신 
학생이 89.9%,  편부가 3.7%, 편모가 5.6%, 홀로인 경우도 
0.9%이었다. 경제적 수준이 보통이 74.5%, 하위수준이 
21.5%, 상위수준은 4.1%를 차지하였으며, 성적수준은 보
통이 69%, 하위가 16.9%, 상위가 14% 이었고, 교우관계는 
53.9%가 보통이었으며, 교우관계가 좋은 학생이 43.6%, 
교우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도 2.5%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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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Attempted     Not

  χ2/t     p 
N(%)  N(%)

Gender
Male  82( 6.5) 666(53.2) 10.739 0.001

Female  88( 7.0) 417(33.3)

Religion

Protestant  45( 3.6) 218(17.4) 14.992 0.005

Buddhism  23( 1.8) 188(15.0)

Catholic  18( 1.4)  75( 6.0)

None  75( 6.0) 579(46.2)

Others   9( 0.7)  23( 1.8)

Parents

status

Both-parents 136(10.9) 990(79.0) 25.288 <0.001

Only father  10( 0.8)  36( 2.9)

Only mother  19( 1.5)  51( 4.1)

Alone   5( 0.4)   6( 0.5)

Family 

economic

status 

Upper  14( 1.1)  37( 3.0) 22.101 <0.001

Middle 103( 8.2) 830(66.2)

Low  53( 4.2) 216(17.2)

운동은 30.2%의 학생이 하고 있었으며, 56.4%의 학생
이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6.5%의 학생이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 

[표 1]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253)

  categories
Attempted     Not

N(%)  N(%)

Gender
Male  82( 6.5) 666(53.2)

Female  88( 7.0) 417(33.3)

Religion

Protestant  45( 3.6) 218(17.4)

Buddhism  23( 1.8) 188(15.0)

Catholic  18( 1.4)  75( 6.0)

None  75( 6.0) 579(46.2)

Others   9( 0.7)  23( 1.8)

Parents

status

Both-parents 136(10.9) 990(79.0)

Only father  10( 0.8)  36( 2.9)

Only mother  19( 1.5)  51( 4.1)

Alone   5( 0.4)   6( 0.5)

Family 

economic

status 

Upper  14( 1.1)  37( 3.0)

Middle 103( 8.2) 830(66.2)

Low  53( 4.2) 216(17.2)

Living

With family  56( 4.5) 396(31.6)

Home alone  57( 4.5) 307(24.5)

With relatives   4( 0.3)   6( 0.5)

Dormitory  53( 4.2) 374(29.8)

Recent 

grade

Upper  29( 2.3) 147(11.7)

Middle 105( 8.4) 760(60.7)

Low  36( 2.9) 176(14.0)

Friendship

Good  69( 5.5) 477(38.1)

Moderate  90( 7.2) 585(46.7)

Bad  11( 0.9)  21( 1.7)

Exercise
Yes  64( 5.1) 315(25.1)

No 106( 8.5) 768(61.3)

Alcohol

Drinking

Yes  95( 7.6) 612(48.8)

No  55( 4.4) 412(32.9)

Stop now  20( 1.6)  59( 4.7)

Smoking

Yes  51( 4.1) 281(22.4)

No 114( 9.1) 764(61.0)

Stop now   5( 0.4)  38( 3.1)

3.2 자살 시도, 자기통제력, 인터넷 중독, 일
상적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상태불안 및 
외로움 정도

대학생의 자살시도는 13.6% (170명)로 나타났으며, 자
기통제력은 69.9점, 인터넷 중독은 42.5점, 스트레스 수준

은 86.4점, 자기효능감은 48.2점, 상태불안은 46.2점 그리
고 외로움 수준은 40.1점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대상자의 자살, 스트레스, 자기통제력, 외로움, 불
안, 인터넷 중독증, 자기효능감의 수준

[Table 2] Levels of Suicide Attempt, Stress, Self- 

Control, Self-Efficacy, Loneliness, Anxiety of 

Subjects 

Variables Range M±SD/n(%)

Suicide Attempt  1～2 170(13.6)

 Self-Control 21～105 69.91±08.53

Internet Addiction 20～100 42.51±13.54

Stress 36～144 86.40±18.64

Self-Efficacy 17～85 48.23±07.32

Anxiety      20～80 46.28±07.16

Loneliness 20～80 40.11±09.90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 경험의 차
이는 성별(p=0.001), 종교(p=0.005), 부모님생존여부(p<0.001), 
경제수준(p<0.001), 주거형태(p=0.040), 교우관계(p=0.002), 
운동여부(p=0.031), 음주여부(p=0.0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학교성적과  흡연여부에 따라서
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표 3].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 차이
[Table 3] Difference of suicide attempt to gener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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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With family  56( 4.5) 396(31.6) 8.337 0.040

Home alone  57( 4.5) 307(24.5)

With relatives   4( 0.3)   6( 0.5)

Dormitory  53( 4.2) 374(29.8)

Recent 

grade

Upper  29( 2.3) 147(11.7) 4.883 0.087

Middle 105( 8.4) 760(60.7)

Low  36( 2.9) 176(14.0)

Friendship

Good  69( 5.5) 477(38.1) 12.249 0.002

Moderate  90( 7.2) 585(46.7)

Bad  11( 0.9)  21( 1.7)

Exercise
Yes  64( 5.1) 315(25.1) 5.104 0.031

No 106( 8.5) 768(61.3)

Alcohol

Drinking

Yes  95( 7.6) 612(48.8) 10.586 0.005

No  55( 4.4) 412(32.9)

Stop now  20( 1.6)  59( 4.7)

Smoking

Yes  51( 4.1) 281(22.4) 1.422 0.700

No 114( 9.1) 764(61.0)

Stop now   5( 0.4)  38( 3.1)

3.4 변수에 따른 자살시도의 차이

변수에 따른 자살시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자기통제력
(p<0.001), 인터넷 중독(p<0.001), 스트레스(p=0.015), 상태
불안(p<0.001), 외로움(p<0.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으나, 자기효능감과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내지 않았다[표 4].

[표 4] 변수에 따른 자살시도의 차이
[Table 4] Differences of Suicide Attempt to Variables  

Variables
Attempted     Not

  χ2
/t     p 

  M±SD    M±SD

Loneliness 42.7±10.1 39.7± 9.8 3.656 <0.001

State Anxiety 48.2± 7.0 45.9± 7.1 3.860 <0.001

Stress 89.3±16.4 85.9±18.9 2.444 0.015

Self-Control 67.5± 8.8 70.3± 8.4 -3.971 <0.001

Self-Efficacy 47.2± 7.7 48.3± 7.2 -1.865 0.062

Internet Addiction 46.7±16.6 41.8±13.2 4.362 <0.001

3.5 대상자의 자살 시도, 자기통제력, 인터넷 
중독, 일상적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상태
불안 및 외로움과의 상관관계.

대학생의 자살시도, 자기통제력, 인터넷 중독, 일상적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상태불안 및 외로움과의 상관관계
는 Table 5과 같다. 대학생의 자살시도는 자기통제력
(r=.-112, p<0.001)과 유의한 역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인터넷 중독(r=.122, p<0.001), 스트레스(r=.062, 

p=0.027), 상태불안(r=.109, p<0.001) 그리고 외로움(r=.103, 
p<0.001)과는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자살시도, 자기 통제력, 인터넷 중독, 스트레스, 자
기효능감, 불안과 외로움과의 상관관계

[Table 5] Correlation among Suicide Attempt, Self-Control, 

Internet Addiction, stress, Self-Efficacy, Anxiety 

and Loneliness 

Variables Suicide Attempt

Self-Control

r(p)
-.112 (<0.001)

Internet Addiction

r(p)
.122 (<0.001)

Stress

r(p)
.062 (0.027)

Self-Efficacy

r(p)
-.053 (0.062)

Anxiety

r(p)
.109 (<0.001)

Loneliness

r(p)
.103 (<0.001)

3.6 대상자의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단계별 회귀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6과 같다. 

[표 6] 자살시도 관련 요인
[Table 6] Variables influencing suicide attempt     

Variables B SE β t p
Adj. 

R
2 F p

Lives with -.080 .017 -.129 -4.670 <0.001 .017 22.499 <0.001

Internet 

Addiction
-.003 .001 -.111 -3.833 <0.001 .030

Gender -.100 .020 -.144 -4.966 <0.001 .043

Exercise .074 .021 .099 3.440 0.001 .050

Loneliness -.003 .001 -.077 -2.672 0.008 .055

일반적 특성에 따라 자살시도에 차이를 나타낸 성별, 
종교, 부모님 생존여부, 경제상태, 주거형태, 교우관계, 운
동여부, 음주여부와 제 변수인 자살시도에 유의한 상관관
계를 보였던, 자기통제력, 인터넷 중독, 스트레스, 상태불
안, 외로움을 가변수 처리하여 회귀식에 포함하였다. 독
립변수들의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확인하기 위
하여 공차한계(Tolerance Limit)와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분석해 본 결과 공차한계의 값이 
0.91~1.00으로 0.1이상이었고, 분상팽창인자는 1.01~1.10
으로 10이하로 나타나 공선상의 문제는 없었다. 또한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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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독립성 검증을 위해 Durbin-Watson값을 구한 결과 
1.97로 나타나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
분석 결과는 대학생의 자살시도에 영향변수로는 부모님 
생존여부가 전체변량의 1.7%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인터넷 중독, 성별, 운동, 외로움이 
자살시도를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 이를 모두 
포함시켰을 때 설명력이 5.5%였다. 또한 종교, 경제수준, 
주거형태, 교우관계, 음주여부, 상태불안, 스트레스, 자기
통제력, 자기효능감은 모형에서 제외되었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자살시도률은 13.6% (170
명)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살시도경험이 있는 대학생이 
7.8%로 나타난 선행연구[3]와 대학생들의 자살시도가 
3.0%로 나타난 연구[6]보다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대학생들의 자살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결과이다. 성별에 따른 자살 시도률을 보면, 남
학생이 6.5% (82명), 여학생이 7.0% (88명)를 차지하여 여
학생의 자살 시도률이 높게 나타나서 성별에 따른 자살시
도률은 차이가 있었다. 이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최
근 여성의 자살률이 남성보다 더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
고 있음[1]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남성은 여성에 비해 
생의 전 단계에서 자살의 동기가 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2～4차례 겪게 되나, 오히려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에 비
해 3～9번 정도로 더 자주 겪게 된다는 보고[22]를 지지하
는 결과이다. 이와 같이 자살에 이르는 동기가 여성이 남
성들보다 더 다양하고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23], 남녀 간의 자살률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
다. 향후 성별에 따른 자살시도의 특성에 대한 후속 연구
가 필요하겠으며, 여학생의 특성상 정서적으로 섬세하고 
민감한 점을 고려하여 성별의 성향에 따른 차별적인 자살
예방 상담과 교육이 요구된다. 

종교에 따라서도 자살시도율이 차이가 있었는데, 종교
를 가진 대학생보다 종교를 갖지 않은 대학생의 자살률이 
더 높게 나타났고, 종교를 가진 학생들 중에서는 기독교, 
불교, 가톨릭 순으로 자살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보고[24]와 
같은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자살과 살생을 금하는 종교
의 가르침과 신앙생활이 삶의 방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
들 중 기독교를 종교로 선택한 학생의 자살률이 가장 많
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기독교 신도들은 가톨릭이
나 유태교 신도들보다도 자살률이 높다는[25]의 보고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를 참고하여 향후 종류별 종교가 
자살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
요하겠다.

부모님의 생존여부에 따라서는 양부모님이 모두 계신 
대학생들에게서 자살시도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부모-자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경험이 많을
수록 자녀의 자살생각이 높다는 연구[26]를 지지하는 결
과로 가족의 외형적인 구성 자체보다는 가족구성원간의 
애정과 사랑, 관심 등의 인간적인 교감이 더 중요하며, 부
모와의 순기능적 의사소통을 높이려는 부모의 노력이 절
실히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가족의 경제적 상태에 따라서는 중간과 하위 수준 순
으로 자살시도율이 높았는데, 이는 사회적경제적 상태가 
중과 중하의 수준에서 자살률이 각각 42.1%, 33.6%를 차
지하며, 무직의 사람이 자살률이 높다는 연구[27]와 유사
한 결과이었으며, 이는 직업이 없어서 경제적 상태가 좋
지 않고 결국 그런 열악한 상황들이 가족불화의 원인으로 
악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교우관계에 따라서는 교우관계가 중간정도인 학생들
에서 자살시도율이 높았는데, 이는 대학생의 교우관계에 
따른 자살시도에 대한 연구가 없으므로 향후 교우관계와 
관련된 자살문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은 대학생에서 자살시도율
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규칙적인 운동참여는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정신건강증진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선행연구[28]를 지지하는 결과로 규칙적인 운동참여가 대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이
들이 삶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그로인해 학교생활
과 다양한 스트레스 원에 긍정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인 것
으로 생각된다.    

또한 음주를 하는 학생에서 자살시도율이 높게 나타났
는데, 이는 알코올 남용 청소년의 경우 자살사고가 높다
는 연구[10]와 성인의 자살 관련 변인 중 남성의 38.4%가 
음주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29]를 지지
하는 결과이다. 이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한 대학생들이 
적극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음주를 통해 현실을 도피하려
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
는 음주에 대해 관대한 분위기를 사회적으로 전환시킬 필
요성이 있겠다. 

대학생의 외로움에서는 자살을 시도한 학생들의 외로
움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살시도와 외로움
의 관계를 규명한 선행연구가 미흡하여 본 연구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여 논의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대학
생 대상의 연구에서 절망감이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유의
한 영향요인으로 보고한 연구[9]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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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할 수 있겠다. 여러 상황에서 부정적인 정서인 절망
감을 경험하면서 이를 극복할 능력이 없는 자신의 문제를 
지각하고 이차적으로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 현실
도피를 위한 자살을 시도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확인된 이런 결과를 지지받기 위해서
는 외로움과 자살시도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해 추후 연
구가 필요하다. 

상태불안 수준에서는 자살을 시도한 대학생들의 상태
불안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자살관련 행동을 
경험한 대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현재의 불
안 증상이 심하다는 연구[6]와 자살관련 행동을 경험한 
대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불안증상이 지속
되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3]들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그
러나 불안이 원인이 되어 자살을 시도했는지 아니면 자살
시도를 했기 때문에 불안한 것인지에 대한 것은 알 수 없
으므로 추후연구가 필요하겠다.

스트레스 수준에서는 자살을 시도한 학생들의 스트레
스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스트레스가 높은 생
활사건을 경험할 때 자살과 관련된 행동을 더 많이 하려
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30]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즉, 일
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자살행동의 위험을 증
가시켜 자살행동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5], 대학생들의 스트레스가 무분별하게 표현 행동으로 노
출되지 않도록 통제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
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주목해야 될 부분은 스트레스 상
황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도 있고, 시도하지 않는 사
람도 있다는 것인데[26], 이는 스트레스가 자살에 직접적
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개인 내 
변인들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5], 향후 
스트레스와 개인 내 변인이 어떻게 자살을 선택하게 하는
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자기통제력에서는 자살을 시도한 학생들의 자기통제
력이 더 낮게 나타났는데, 자기통제력과 자살시도의 관계
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어서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제
한이 있었다. 자기통제력은 시간의 경과와 관련하여 짧은 
기간에 얻을 수 있는 작은 강화물을 어려운 큰 강화물보
다 먼저 선택하는 경향을 말하는 것인데[12], 이는 통제력
이 높은 학생들은 현실의 역경을 극복하여 정상생활(큰 
강화물)을 영위하는 반면에 통제력이 낮은 학생들은 현실
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보다는 접근하기 쉬운 자살(작은 
강화물)을 시도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대학생들
의 자기통제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
된다.

자기효능감에서는 자살을 시도한 학생들의 자기효능
감이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는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낮아
진다는 연구[5]와는 상이한 결과이며, 향후 자기효능감과 
자살시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인터넷 중독에서는 자살을 시도한 대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과 자살시도와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가 
없어서 직접적인 비교가 제한이 있었으나, 청소년의 인터
넷 중독과 자살 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
고한 선행연구[9]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점수가 높을수
록 자살사고 점수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10]와 유사한 
연구결과이었다. 인터넷 중독의 폐해는 알려져 있는 상황
이므로, 대학생의 자살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인
터넷 중독에 대한 중재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대학생의 자살시도는 자기통제력과 유의한 음의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자살시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이는 자살 위험 대상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통제하기 보다는 타인의 탓으로 돌
리고 문제를 회피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는 주장[31]
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고통과 좌절감을 겪을 
때 자신의 통제력으로 번민과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회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대학생의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자기통제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살시도가 인터넷 중
독, 스트레스, 상태불안, 외로움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를 나타내고 있어, 인터넷 중독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상태불안이 높을수록, 외로움이 높을수록 자살
시도가 높았다. 대학생들의 자살시도를 예방하기 위해서
는 인터넷의 사용관리와 스트레스에 대한 중재방안, 불안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와 외로움의 해소를 위한 
중재 방안이 적극 도입되어야 한다. 대학생들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도 하고, 또한 인생선배로서 인생 경험에 
대한 조언과 지침을 받고 있지만, 집을 떠나 독립된 생활
을 하면서 다양한 사회구성원과의 갈등과 심리사회적 번
민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     

대상자의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단계별 회귀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일반적 특성
에 따라 자살시도에 차이를 나타낸 성별, 종교, 부모님생
존 유무, 경제상태, 주거형태, 교우관계, 운동여부, 음주여
부와 제 변수인 자살시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던, 
자기통제력, 인터넷 중독, 스트레스, 상태불안, 외로움을 
가변수 처리하여 회귀식에 포함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대학생의 자살시도에 영향변수로는 부모님 생존여부가 
전체변량의 1.7%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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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는 인터넷 중독, 성별, 운동여부, 외로움이 자살시
도를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 이를 모두 포함시
켰을 때 설명력이 5.5%였다. 그러나 앞에서 밝힌 이들 요
인에 대한 자살시도 설명력은 5.5%의 극히 미비한 설명력
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로 자살시도에 대한 대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영향요인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실
제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대학생만을 따로 선정하여 이들
에 대한 전문인이 개입된 심층 상담에 대한 분석을 따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향후 본 연
구에서 다룬 변인들 이외에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
는 다른 변인을 앞으로 더 규명해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
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지방 소재의 종합대학교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일반화 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향후 대학교육협의회 등이 정책적으로 전
체 대학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이
루어져야 한다.

5.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기통제력, 스트레스, 외로움 및 
자살시도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대학생의 자살사고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대학
생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대학생의 자살시도률이 13.6%
로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냈는데,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대학생의 자살위험성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학생상담센터 
등의 기능을 보강하고 다학제적인 접근을 통하여 대학생
들의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도입과 자살 예
방정책 수립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자살시도에 대한 변인의 설명력이 5.5%로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초․중․고의 학생보다도 대학
생들의 자살 시도를 예측하기가 그 만큼 어려운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대학생은 성인으로서의 다양한 
사회경험과 복잡 다양한 심리적 변화 등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자살시도 대상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심층 상담을 통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
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대학생에게 유용한 자
살사고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궁극
적으로 의식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고, 향후 제한점을 
보완 수정하여, 대학생에 대한 자살시도의 다양한 영향요
인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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