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3, No. 11 pp. 5155-5162, 2012

http://dx.doi.org/10.5762/KAIS.2012.13.11.5155

5155

학교폭력 피해 경험 중학생의 정신건강과 신체적 증상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상영1*, 전용관2
1강원관광대학교 간호과, 2강릉원주대학교 물리교육학과

A Study on the Effect of Adolescent's Victimization of Violence, 

Mental Health and Physical Symptoms on Suicide Thinking

Sang-Young Han1* and Yong-Gwan Jeon2

1Department of Nursing, Kwangwon Tourism College
2Major in Physics Education,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경험, 정신건강, 신체증상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강원도 T시에 위치한 4개의 중학교에서 총 176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17.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학교폭력 피해경험, 정신
건강, 신체증상, 자살생각에 따른 공통적인 유형별로는 성별, 학년, 부모유형, 학업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정신건강,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자살생각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정신건강과 자살생각은 통계적으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신체증상은 자살생각과 약한 정적 상관관
계를 나타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피해경험 중학생들의 정신건강, 신체증상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중학생들이 자살생각에 대한 예방
접근방법과 중재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학교현장은 물론 지역사회의 사회적, 정서적 지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the factor giving effect to Adolescent's suicide thinking by 
grasping the degree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victimization of violence and mental health and physical 
symptom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76 persons in middle school students. As collected data was using 
SPSS Win 17.0 for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s follows. school 
violence, mental health and physical symptoms between the correlation analysis conducted to identify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at the level of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that were analyzed. school violence impact on 
suicide thinking. mental health impact on suicide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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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2년 새해부터 대구 어느 중학생의 같은 반 친구들
에 의해 잔인한 폭력과 고문에 시달리다 결국 자살을 선
택했다고 보도한 뉴스를 통해 우리사회의 학교폭력이 위
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1]. 대통령도 학교폭력을 적극적
으로 대처하고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2]. 이

제 학교폭력은 단순히 사회현상, 학교 교육현장만의 문제
가 아닌 우리 사회의 근간을 뒤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
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의 언론보도나 통계자료에 
의하면 학교폭력이 신체적 폭력 뿐 아니라 금품갈취 및 
집단 따돌림 같은 심리적 폭력, 괴롭힘 등 점차 다양해지
고 있으며, 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그 연령이 낮아지
고, 질적으로도 집단화, 흉폭화 되고 있다[3]. 또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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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은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 정신장애로는 우울장애, 불안, 신체기형공포장
애, 대인공포증, 비전형성 정신병 등으로 나타났고[4], 신
체적 증상으로는 고혈압, 간장 질환, 신장질환, 위궤양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위해 요인이며, 이외에도 변비나 호
흡곤란, 두통, 심장빈맥 등의 신체적 건강문제들을 유발
시킬 수 있다[5]. 

[6]에 의하면 청소년기는 새로운 것에 대한 적응이 요
구되는 불안의 시기이며, 급격한 성장은 신체적 변화의 
적응과 성인기로의 생활 확대에 따른 적응문제에 직면하
게 된다고 했다. 이 시기는 의존과 독립이라는 갈등과, 반
항, 외로움, 영웅심등의 급격한 감정변화로 자기의 의지
와 사고를 통제하기 어려운 시기이므로 반사회적 폭력행
동을 표출하게 된다[7]. 청소년기의 중학생들이 겪는 신
체적, 정신적 문제들은 장래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청소년기에 매우 중요한 문제들이다. 청소년 자
살 실태결과는 4700명의 청소년 58.8%가 자살생각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11.1%가 자살시도를 경험한 것으로 보
고되었다. 청소년 자살 사고율은 전년대비 2006년 
23.4%, 2007년 23.7%로 점점 증가하고 있고, 즉 청소년 
5명 중 1명은 자살을 생각한다는 의미이다[8]. 청소년들
의 자살은 개인, 가족 뿐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에 엄청
난 충격과 손실로 다가온다. 또한 청소년의 자살은 주목
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학
교폭력과 관련하여 정신질환, 우울, 절망, 자아존중감, 충
동성 등이 자살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9].

이와 같이, 중학생들의 학교폭력은 이 사회의 미래의 
건전함을 말해줄 수 있는 중학생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
강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더 나아가 자살생각에 미
치는 영향과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
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중학생들의 정신건강과 신체증상
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하여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려고 한다. 이러한 연구과정은 중학생들의 자살생
각 영향요인들을 규명하고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대한 예
방접근방법과 프로그램 유형을 탐색함으로써 중학생의 
자살에 관한 전반적인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 피해경험 중학생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본다.
2. 학교폭력 피해경험 중학생의 정신건강이 자살생각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3. 학교폭력 피해경험 중학생의 신체증상이 자살생각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편의 추출방법을 사용하였
고 조사대상자는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총 7개교의 중학
교 중 4곳을 직접 방문하여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설문조사는 2011년 11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18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내용을 설
명한 후 일제히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연구 및 통계처리에 부적합
한 4부를 결측값으로 제외하고 총176부의 질문지를 분석
하였다. 

2.2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
아보기 위하여 종속변수는 자살생각이며, 독립변수는 학
교폭력 피해경험, 정신건강 및 신체증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의 구성 항목은 총 5개 영역으로 인구
사회학적 특성, 학교폭력 피해경험, 정신건강, 신체증상 
및 자살생각 정도로 분류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제1가설]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중학생의 학교폭
력 피해경험, 정신건강, 신체증상 및 자살생
각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2가설] 학교폭력 피해경험, 정신건강, 신체증상은 
각각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2-1.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정신건강은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2-3. 신체증상은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2.2.1 학교폭력 피해경험 측정도구

학교폭력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도기봉(1998) 이 
직접 작성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10]. 질문지의 내용은 
학교폭력의 유형을 5가지로 나누어 신체적 폭력 3문항, 
심리적 폭력 3문항, 언어적 폭력 3문항, 괴롭힘 4문항, 금
품갈취 4문항 등 정체 17개 문항을 통해 피해경험을 측
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0.92였다. 

2.2.2 정신건강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정신건강 검사’는 원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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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이 재구성하여 대상에 맞게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
하였다[11]. 원척도는 분노폭발형 성격, 불안장애, 울화병 
증후, 성격장애, 편집증증후, 대인관계 예민성 등 6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응답방식의 자기보
고식 검사로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평정척도이며 총 문항수는 
31문항이다. 하위척도별 총점이 낮을수록 정신적으로 보
다 건강하고 높을수록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0.91이었다. 

2.2.3 신체증상 측정도구

Thomas emd[12]이 고안한 신체증상 목록을 이미숙등
[13]이 번안하여 표준화한 청소년 증상목록(Adolescent 
Symptom Checklist: ASC)을 사용했다. 전체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체증상의 주관적 심각도를 추정할 수 
있는 개방형 보조문항이 3문항이 있다. 22문항 중 1∼21
번까지는 남녀 공통으로 주어지면 22번 문항은 여학생만 
응답하게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녀 공통문항인 21
번까지 문항을 분석하여 사용하였다. 6점 Likert 척도이
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증상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는 0.95였다. 

2.2.4 자살생각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자살생각에 심각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Beck의 Scale for Suicidal Ideation(SSI: Beck, Kovacs & 
Weissman, 1979)을 사용하였다[14]. 이것을 자기 보고형 
질문지로 변형시킨 것을 신민섭(1993)의 척도를 사용하
였다[15]. 총 19문항이며 3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
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는 0.79였다. 

2.2.5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SPSS win 17.0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
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적용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학교폭
력 피해경험, 정신건강, 신체증상 및 자살생각의 
차이를 보기 위해 t-test와 F검증(ANOVA)을 사
용하였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학교폭력 피해경험, 정신건강, 신
체증상 및 자살생각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값을 살펴보고 각 측정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넷째, 학교폭력 피해경험, 정신건강, 신체증상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중학생이 94명
(53.4%), 여자 중학생이 82명(46.6%)으로 나타났다. 학년
은 1학년이 72명(40.9%), 3학년이 53명(30.1%), 2학년이 
51명(29.0%)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분포는 종교가 없는 
중학생이 106명(60.2)로 과반수이상으로 나타났다. 가정
경제수준은 ‘하’가 68명(38.6%)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부모에 대해 현재 모두 생존해 있는 경우는 108명
(61.4%)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는 전체 응답자중 71
명(40.3%)이 ‘중상’수준인 것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학교에서 공식적인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살
펴본 결과, 155명(88.1%)이 교내 처벌에 대한 경험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N=176

변 인 항 목 빈도(%)

성별 남 94(53.4)
여 82(46.6)

학년
1학년 72(40.9)
2학년 51(29.0)
3학년 53(30.1)

종교
무 106(60.2)

기독교 39(22.2)
불교 19(10.8)
천주교 12(6.8)

경제수준
상 24(13.6)
중상 29(16.5)
중하 55(31.3)
하 68(38.6)

부모생존여부

부모 모두 생존 108(61.4)
부친사망 17(9.7)
모친사망 7(4.0)

부모이혼·별거 13(7.4)
부모사망 5(2.8)
계부 5(2.8)
계모 16(9.1)

친척시설수용 5(2.8)

학업성취도
상 3(1.7)
중상 71(40.3)
중하 58(33.0)
하 44(25.0)

처벌경험 있다 21(11.9)
없다 155(88.1)

[표 1]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Tabel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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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76)

변 인 항목
학교폭력피
해경험 정신건강 신체증상 자살생각

Scheffe
M±SD M±SD M±SD M±SD

성별
남 2.33± .97 2.42± .65 2.88±1.28 0.65± .33
여 2.70± .98 2.69± .79 3.67±1.02 0.83± .35
t -2.48 -2.39 -4.57 -3.44
p .014* .018* .000*** .001**

학년
1학년a 3.00± .99 2.89± .79 3.76± .82 .85± .37 a>b,c
2학년b

2.06± .43 2.18± .45 2.89±1.35 .57± .28
3학년c 2.24±1.10 2.44± .66 2.90±1.35 .72± .33

F 18.84 17.88 11.80 10.54
p .000

***
.000

***
.000

***
.000

***

종교
없음 2.39± .94 2.52± .70 2.96±1.29 .70± .37
있음 2.67± .13 2.58± .77 3.69± .99 .78± .32

t -1.76 -.547 -4.27 -1.39
p .081 .585 .000*** .167

가정생활정도

상a 1.74± .67 2.13± .42 2.87±1.37 .61± .35 d>c,b,a
중상b

2.55± .80 2.53± .60 3.02±1.11 .65± .26
중하c 2.63±1.04 2.61± .80 3.57±1.16 .74± .37
하d 2.64±1.02 2.65± .76 3.22±1.24 .80± .36
F 5.90 3.42 2.42 2.36
p .001** .019* .068 .073

부모유형
부모 생존 2.13± .70 2.33± .51 3.30±1.23 .60± .28

이혼·별거 등 3.07±1.10 2.88± .88 3.13±1.23 .93± .35
t -6.17 -4.52 .91 -6.54
p .000*** .000*** .367 .000***

학업성취도

상a
1.86± .14 1.89± .11 1.57± .08 .68± .09 d>b>c

중상b 2.16± .88 2.32± .58 2.90±1.32 .64± .35 d>b=c
중하c 2.67± .91 2.69± .70 3.38±1.12 .78± .35 d>b
하d

2.87±1.12 2.77± .87 3.75± .98 .81± .34
F 6.21 5.82 7.14 2.68
p .000*** .001** .000*** .049*

처벌경험
있다 2.64±1.03 2.47± .72 2.03± .73 .74± .26
없다 2.48± .99 2.56± .73 3.41±1.19 .73± .36

t .664 -.486 -7.48 .199
p .507 .628 .000

***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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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인구사회학적 변인별 학교폭력피해경험, 정신건강, 신체증상, 자살생각의 차이
[Table 2] The Difference between Adolescent's Victimization of Violence, Mental Health and Physical Symptoms, 

Suicide Thinking

3.2 인구사회학적 변인별 학교폭력 피해경험, 

정신건강, 신체증상, 자살생각의 차이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경험, 정신건강, 신체증상, 자살생각에 차이가 있는
지를 검증하였다[표 2].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중
학생의 성별(t=-2.48, p<.05), 학년(F=18.84, p<.001), 가정
생활정도(F=5.90, p<.05), 부모유형(t=-6.17, p<.001), 학업
성취도(F=6.21, p<.001)에 대한 특성이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유무와 학교에
서의 처벌경험유무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변인에 따라 중학생의 정신건강에 차이
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종교와 학교처벌 경험을 제외
한 성별(t=-2.39, p<.05), 학년(F=17.88, p<.001), 가정생활
정도(F=3.42, p<.05), 부모유형(t=-4.52, p<.001), 학업성취
도(F=5.82, p<.05)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신체증상은 가정생활정도와 부모유형을 제외한 성별

(t=-4.57, p<.001), 학년(F=11.80, p<.001), 종교(t=-4.27, 
p<.001), 학업성취도(F=7.14, p<.001), 학교처벌경험
(t=-7.48, 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
다. 자살생각에 따른 유형별로는 성별(t=-3.44, p<.05), 학
년(F=10.54, p<.001), 부모유형(t=-6.53, p<.001), 학업성
취도(F=2.68, p<.05)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
냈으며 그 외 종교, 가정생활정도, 처벌경험에는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3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보면 표 3에서 보는바와 
같이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정신건강(r=.900),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자살생각(r=.738), 정신건강과 자살생각
(r=.704) 상관관계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증상과 
자살생각(r=.150)의 상관관계는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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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피
해경험

정신건
강

신체증
상

자살생
각

학교폭력
피해경험 1

정신건강 .900** 1

신체증상 .059 .127 1

자살생각 .738** .704** .150* 1

*p<.05, **p<.01

[표 3]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variables.

구분 모형1 모형2

B β t B β t

성별 .147 .051 2.88
**

.078 .111 2.11*

종교유무 .074 .028 2.68
**

.020 .053 .991

가정생활정도 .071 .024 2.99
**

.011 .032 .611

학교폭력피해
경험 .246 .697 12.80

*

R
2

.142 .562

Adj. R
2

.127 .551

R
2변화량 .142 .562

F변화량 9.47
***

5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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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Table 4] The Effect of Adolescent's Victimization of 

Violence on Suicide thinking

3.4 학교폭력 피해경험, 정신건강, 신체증상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1) 제1가설

[제1가설]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중학생은 자살생각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한 중학생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이는 통제변수인 성별, 종교유무, 가정생활정도를 통
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함이다.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독립변수로 정하고, 자살생각을 
종속변수로 지정한 후 표 4에서 모형1을 보는 바와 같이 
통제변수를 투입한 다음 독립변수를 투입하여 모형2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제변수들의 자살생각에 대한 
영향력을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F=9.47, p<.001), 자살생각에 대한 총 변화량의 56.2%가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의해 설명되고 있으며 비표준화계

수 B값이 .246으로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자살생각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즉, 학교폭
력 피해경험은 많을수록 자살에 대한 생각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1가설은 지지되었다.

2) 제2가설

[제2가설] 정신건강은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신건강이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신건강은 자살생각을 유의미하게 설명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38.44, p<.001). 즉 자살생
각 총 변화량의 52.6%가 정신건강에 의해 설명되고 있으
며 비표준화계수 B값이 -.315로 정신건강은 자살생각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즉, 정신
건강이 높을수록 자살에 대한 생각이 낮아짐을 보여준다. 
자살생각에 대한 독립변인 정신건강의 추가로 R2의 설명
변화량이 38.4%가 증가함으로써 자살생각에 대한 고유
기여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변화량=138.44, 
p<.001). 따라서 제2가설은 지지되었다.

구분 모형1 모형2

B β t B β t

성별 .147 .051 2.88** .078 .111 2.03*

종교유무 .074 .028 2.68** .038 .102 1.85

가정생활정도 .071 .024 2.99** .023 .069 1.28

정신건강 -.315 .652 -3.43**

R2 .142 .526

Adj. R2 .127 .515

R2변화량 .142 .384

F변화량 9.47*** 138.44***

*p<.05, **p<.01

[표 5] 정신건강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Table 5] The Effect of Mental Health on Suicide thinking

3) 제3가설

[제3가설] 신체적 증상은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학생의 신체적 증상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체증
상은 자살생각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표 6]. 
따라서 신체적 증상은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은 기각되고 귀무가설이 지
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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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모형1 모형2

B β t B β t

성별 .147 .051 2.88** .146 .208 2.72**

종교유무 .074 .028 2.68** .073 .194 2.58*

가정생활정도 .071 .024 2.99** .070 .009 2.94**

신체증상 .003 .009 .114

R2 .142 .142

Adj. R2 .127 .122

R2변화량 .142 .000

F변화량 9.47*** .013

*p<.05, **p<.01

[표 6] 신체증상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Table 6] The Effect of Physical Symptoms on Suicide 

thinking

4. 고찰

청소년기에 발생한 자살은 가족과 사회에 매우 큰 충
격을 주게 된다. 자살은 고의적으로 자신에게 죽음을 부
과하는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으
로 인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자살과 같은 위험 행동을 쉽
게 저지르고 그 과정이 매우 충동적이다[16]. 우리나라의 
중학생 자살 관련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2010년 남자 중
학생이 15.6% 대비 2011년에는 15.2%로 0.4%가 감소한 
반면 여자 중학생은 2010년 23.9% 대비 2011년에는 
25.0%로 1.1%가 증가하였다[17]. 이렇듯 우리나라 청소
년들은 심각한 수준의 자살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
고 해가 지날수록 더욱 높아지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중학생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학교폭력 피해경험, 정신건강, 신체증상
을 독립변인으로 보고 각 변인들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에 다음과 같은 예측이 가능할 것으
로 기대한다. 하나는 중학생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정신
건강, 신체증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학교
폭력피해, 정신건강 및 신체증상의 관계는 중학생의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라고 보
는 것이다.

먼저 중학생의 자살생각은 성별, 학년, 부모유형, 학업
성취도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자살생각에 
대한 국내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18]. 여
자청소년일수록, 학업성취도가 낮은 하위권 성적의 학생

일수록 자살생각이 높다는[19]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 
또한 미국의 건강위험행태조사 대상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미국 청소년 건강위험행태조사에서 중학생에 
해당하는 9학년의 자살시도율이 11학년이나 12학년 학생
에 비해 높다고 보고되었다[20]. 이렇게 저학년 중학생의 
자살시도율이 높은 것은 청소년기의 초기이며 불안정하
고 급격한 신체적 변화를 겪게 되면서 자아정체감 형성 
발달 단계에 직면하여 위기를 경험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가 부
모와 함께 사는 학생에 비해 자살시도율이 더 높게 나타
난 연구결과와 같다[21]. 현재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한 
부모와 사는 자녀들이 증가하고 별거나 부모의 실직 등
으로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으므
로 이들에 대한 관심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p<.001). 이것은 [22]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청소년이 경험하는 학교폭력 피해경
험과 자살생각의 모형을 검증한 결과 적합도 지수가 적
절한 수준의 적합도로 검증되어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자
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자살과의 관계에 대한 기
존의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또래로부터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청소년들에게 신체적 고통은 물론 심리적 외상을 
남긴다고 보고하고 있다[23]. 또한 직접적인 폭력의 희생
자는 학교에서 또래로부터 신체적, 심리적, 언어적 폭력
의 목표가 되는 것이며, 이것이 자살에 영향을 준다고 하
였다[24]. 따라서 학교폭력피해에 노출된 중학생들을 조
기 발견하여 개입하는 것은 그 피해의 결과로서 자살생
각에 이르는 것을 예방하는 방안 중 하나라고 사료된다.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의 하나는 
정신건강과 부적인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났다(p<.01). 이것은 정신건강이 양호할수록 자살 충
동의 변화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자살충동 경험의 변화가 정신건강 변인들과 맞물리면서 
3차년도에 걸쳐 지속적인 자살충동 경험을 한 청소년의 
경우 다른 청소년보다 정신건강이 나빠진다고 보고하였
고 반대로 자살충동이 없어지면 정신건강도 회복된다고 
하였다[23]. 이런 연구결과로 볼 때 중학생들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프
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중학생이 느끼는 신체증상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가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고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학교
폭력 피해경험은 신체증상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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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 일부 요소인 우울 정도에 따라서 신체 증상
을 경험하는 빈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26].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인의 영향을 받은 
신체증상은 자살 생각에는 영향력이 없었다. 이것은 신체
증상은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
을 받을 수 있으나 독립적인 변인으로서 신체증상은 자
살생각에는 긴밀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중학생의 학교폭력 피해경험, 정
신건강, 신체증상을 변인으로 하여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자살생각에 영
향력을 줄 수 있는 변인을 추가 매개로 하여 중학생의 자
살예방 및 자살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심층적인 
분석을 통한 청소년 자살관련 예방프로그램 개발 및 정
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연구 모형
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경
험, 정신건강, 신체증상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밝
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강원도 태백시에 위치한 4개의 
중학교에서 총 176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
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
기 위하여 빈도 분석하였고, 각각의 변인들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은 학교폭력 피해경험, 정신건
강, 신체증상을 사용하였고 종속변인은 자살에 대한 생각
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17.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경험, 

정신건강, 신체증상 및 자살생각은 공통적으로 
성별, 학년,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났다.

둘째,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정신건강과 자살생각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정신건강과 자살생각은 통계적으로 부적 상관관
계를 나타냈고, 신체증상은 자살생각과 약한 정
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셋째,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력을 갖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정신건강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우리나라 중학생의 자살에 대한 이해와 접근은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중학생 자살은 
단지 개인의 심리적인 사건으로만 국한 되지 않고 사회
적 문제로 확대되어 이슈화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
과를 바탕으로 간호학적 중재방안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
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과 학년을 고려한 단계별 정신건강 프로그
램이나 예방적 프로그램을 전문가에 의해 지속
적으로 시행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적 특성과 유형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범위 
속에 중학생들을 위한 복지 및 상담센터를 연계
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위계 생활지도 및 심
리·사회적 영역의 발달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전략
과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기존연구에서 시행되어진 자살생각에 대한 양적
연구에 집중화 되어있는 연구결과를 탈피하여 
자살관련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질적 분석을 전
국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인 
요인분석에 기초한 예방 전략과 중재 방안이 마
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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