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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 생활만족도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대상은 123명의 노인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방법은 2012년 6월-7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였고, 서술적 통계, 

t-tse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대상자의 
건강상태(2.47±.70), 사회적 지지(3.36±.90), 생활만족도(2.90±.60)의 평균 점수는 보통 이상 수준이었고, 자살생각
(.51±.37)은 보통 이하 수준이었다.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 생활만족도와 자살생각은 일반적 특성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자살생각은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 및 생활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상자의 자살생각의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규명된 변수는 건강상태로 26.6%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으로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노인이 지각한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 및 생활만족도는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데 필요
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상의 언급된 결과는 노인의 자살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 생활만족도, 자살생각

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examined to identify effects of suicidal though on health status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in elderly. Method: The subjects consisted of 123 elderly. The data collected from 
June to July 2012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 The mean scores of health status (2.47±.70), social support (3.36±.90), and 
life satisfaction (2.90±.60) were above the average. And suicidal thought (.51±.37) was below the average. 
Health status, social support, life satisfaction, and suicidal though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generalized characteristic.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health status, social support, life 
satisfaction, and suicidal thought. Health status was influencing factors of suicidal thought (26.6%). Conclusion: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perceived health status,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may be necessities to 
decrease suicidal thought of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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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속 인 평균수명

의 연장과 함께 2018년에는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2026

년에는 20.8%로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망된다

[1].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련하여 일부 노인은 장

수로 인한 생명연장과 더불어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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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빈곤과 소외  역할상실 등의 이유로 그동안 생

애주기에서 경험하지 못한 견디기 힘든 삶의 문제들을 직

면함으로서 종종 그에 한 해결 안으로 자살이라는 극

단 인 방법을 사용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2].

우리나라의 노인자살률(10만명 당 자살지수)은 65-69

세 노인은 1995년 19.2명에서 2005년 62.6명으로 70-74세 

노인은 1995년 27.5명에서 2005년 89명으로 80-84세 노

인은 1995년 30.2명에서 2005년 127.1명으로 85세 이상 

노인은 1995년 25.4명에서 127명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3],[4] 65-74세 노인

의 자살률은 OECD 국가들  압도 인 1 를 기록하고 

있으며 실제 2009년에는 우리나라 노인 4,071명이 목숨

을 끊었고 이  90세 이상 노인이 114명이나 포함되어 

있어[5] 노인자살 련 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시 한 

실정이다.

자살은 자살생각, 자살시도와 자살행 에 이르는 연속

인 개념으로 이  자살생각은 자살행 의 요소로서 

생명을 끊으려는 계획, 직  는 간 으로 언어를 통

해서나 는 무언의 행동으로 명확히 나타나는 것을 말

하며 자살행 의 이  단계로 보고 있다[2]. 노인은 은 

연령 의 사람들보다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는 평균 횟수

가 2-4번 정도로 높게 나타나며 훨씬 더 치명 인 자살

수단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즉 그들은 자살생각을 행

동으로 옮기고 이것이 실제 인 죽음에 이르게 되는 가

능성이 휠씬 더 높은 것[6]으로 나타나고 있어 노인의 자

살문제에 근하기 해서는 자살에 이르는 여러 단계 

에서 기에 해당하는 자살생각의 단계에서부터 보다 

극 인 심과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7]. 한 자살생

각을 감소시키고 자살생각을 일으키는 원인들을 밝 내

는 것은 자살시도를 방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8].

그간 노인의 자살 생각 련요인으로는 우울[9],[10], 

기사건이나 생활 스트 스 요인[11], 신체  질병[12], 

자존감[13], 사회  지지[14] 등이 연구되어왔다[15]. 

한 많은 노인은 자살 당시 기능손상을 일으키는 질환, 통

증, 시각장애, 신경계통의 질환  악성 질환과 같은 건강

악화로 신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자살 험을 증가

시키고 있다[12].

인간의 생존과 성장에 필수 요인인 사회  지지는 개

인이 인 계에서 얻을 수 있는 정 인 자원으로서 

사람들 간에 심, 이해, 로, 실질 인 교환하는 것인 

데 그 계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사랑과 존 을 받고 

화의 계망에 속한 것으로 느끼게 되어[15], 생활사건

의 부정 인 결과를 완화시켜주는 요인[16],[14]으로 특

히 노인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우울증과 자살생각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11]. 즉 노인은 가족지원

체계와 사회  지원체계가 약해지면 문제해결의 마지막 

안으로 자살을 선택할 수 있다[17].

생활만족도란 일상생활에서 기쁨을 느끼며 자신의 삶

에 해 의미와 책임감을 느끼거나 자신의 목표를 성취

하 다고 느끼며 정 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자신의 

재의 약 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

기는 낙천 인 태도와 감정을 유지하는 것[18]으로 노인

의 생활만족도는 자살생각에 향을  수 있는 요인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노인의 자살에 한 연구

는 노인 개개인의 신체(개인환경 변인), 심리(개인심리 

변인), 사회(사회문화 변인)  측면을 개별 으로 근하

는 연구가 부분이어서 세 가지 측면에서의 자살 향

요인을 통합하여 연구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노인의 자

살 방을 한 재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추후 노인의 자살과 련된 요인에 따른 한 자살

방 책을 마련하는 데 기 자료로 제공하기 해 시도

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노인이 지각한 건강상태, 사회  지지와 생

활만족도  자살생각을 악하고, 제 변수 간의 상 성

을 규명하기 한 것이며,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1) 상자의 일반  특성, 건강상태, 사회  지지, 생활

만족도  자살생각을 악한다.

2)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건강상태, 사회  지

지, 생활만족도  자살생각의 차이를 악한다.

3) 상자의 건강상태, 사회  지지, 생활만족도  자

살생각 간의 상 계를 악한다.

4) 상자의 자살생각의 향요인으로서 건강상태, 사

회  지지  생활만족도를 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노인이 지각한 건강상태, 사회  지지,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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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자살생각을 악하고, 제 변수 간의 상 성을 

규명하기 한 서술  상 계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2년 6월부터 7월까지 연구자가 K도에 거

주하고 있는 노인에게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1:1 

면담으로 실시하 다. 연구 상자는 65세 이상이면서 인

지력이 손상되지 않은 상자를 선별하기 하여 [19]이 

개발한 노인용 인지측정도구인 정신상태 질문지(mental 

status questionnaire)를 [20]이 사용한 것을 이용하여 총 

12  만 에 8  이상을 획득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설문 조사에 응답이 가능한 노인으로 선정하 다. 연구

상자의 윤리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 상자에게 연구

의 목 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

음과 간에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포기할 수 있음을 알

려드린 후 동의서에 자발 으로 서명한 노인 130명을 편

의추출 하 다. 

연구 상자 수는 G power program[21]을 이용하여 

산출하 다. 다 회귀분석에서 유의수  0.05, 간 수

의 효과크기 0.15, power는 .95를 유지하는 데 본 연구에

서 필요한 최소 표본수 107명을 충족하 다. 이  자료

가 불충분하거나 간에 면담을 포기한 7명을 제외하고, 

123부를 연구 결과로 분석하 다. 

2.3 연구도구

2.3.1 건강상태

건강상태는 하고 효과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

간의 총체  안녕상태[22]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23]

이 개발한 41개 문항을 토 로 [20]이 수정 보완한 노인

의 건강상태 측정도구를 [24]이 사용한 33문항으로 측정

하 다. 문항은 신체  기능 13문항, 정서  기능 13문항, 

사회  기능 4문항, 신체통증 2문항, 성생활 1문항으로 

구성되었고, Likert 4  척도로 ‘항상 그 다’ 1 , ‘자주 

그 다’ 2 , ‘별로 그 지 않다’ 3 , ‘  그 지 않다’ 

4 으로 수가 높을수록 좋은 건강상태를 의미한다. 

한 100  시각사상척도(VAS)로 측정한 신체통증의 강도

는 0-30 은 4 , 31-60 은 3 , 61-90 은 2 , 91-100

은 1 으로 변화하여 수화하 으며, 수가 높을수

록 신체통증은 은 것은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2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8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8로 나타났다.

2.3.2 사회적 지지

사회  지지는 여러 지지원으로부터 제공된 다차원  

상으로 다른 사람에 한 정  감정의 표 , 타인의 

행동이나 지각의 인정, 타인에 한 상징  는 물질  

도움의 제공  하나나 그 이상을 포함하는 인 계  

거래[25]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25]이 개발하고, [26]

가 수정보완한 사회  지지 측정도구 25문항으로 정서

지지(사랑, 이해, 격려, 신뢰, 심 등) 8문항, 정보  지지

(사건해결과 련된 여러 가지 정보 제공) 5문항, 물질  

지지( , 용역의 제공 등 필요시 직 , 간 으로 돕

는 행 ) 6문항, 평가  지지(자신의 행 를 인정, 칭찬하

는 등의 자신을 평가해주는 태도  행 ) 6문항으로 구

성하 다. 문항은 Likert 5  척도로 ‘매우 그 다’ 5 , 

‘그 다’ 4 , ‘그  그 다’ 3 , ‘그 지 않다’ 2 , ‘매우 

그 지 않다’ 1 으로 수가 높을수록 사회  지지 정도

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2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9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8로 나타났다.

2.3.3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는 삶 체에 한 행복과 만족의 주  

감정이나 태도로 개인의 정신 건강을 결정짓는 요한 요

소[18]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27]이 개발하고, [28]이 수정보완한 노인 

생활만족도 측정도구 8문항으로 측정하 다. 문항은 Likert 

5  척도로 ‘항상 그 다’ 5 , ‘ 체로 그 다’ 4 , ‘보통이

다’ 3 , ‘ 체로 그 지 않다’ 2 , ‘  그 지 않다’ 1

으로 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2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8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8로 나타났다.

2.3.4 자살생각

자살생각은 자살을 행하는 것에 한 생각이나 사고

[29]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29]이 개발한 자살생각 척

도(scale for suicidal ideation, SSI)를 [30]이 수정 보완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 다. 문항은 12문항으로 구성되었고, 

Likert 3  척도(0, 1, 2)로 측정하여 수가 높을수록 자

살생각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30]의 연구에서는 .7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3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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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빈도(%)

성별
남자 40(32.5)

여자 83(67.5)

연령(세)
65-69 38(30.9)

70-74 32(26.0)

75-79 26(21.1)

80세 이상 27(22.0)

교육수

무학 24(19.5)

졸이하  33(26.8)

졸이하  21(17.2)

고졸이하 34(27.6)

고졸이상 11(8.9)

종교
있다 71(57.7)

없다 52(42.3)

재 직업
있다 25(20.3)

없다 98(79.7)

배우자 유무
있다 46(37.4)

없다 77(62.6)

거주 형태

혼자 산다 32(26.0)

두 부부만 산다 60(48.8)

배우자 외 다른 가족 31(25.2)

경제상태

상 8(6.5)

54(43.9)

하 61(49.6)

재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

배우자 78(63.4)

자녀 45(36.6)

취미생활
있다 65(52.8)

없다 58(47.2)

가입단체
있다 45(36.6)

없다 78(63.4)

2.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로그램을 이용하여 

산통계 처리하 다. 분석방법으로는 연구 상자의 일

반  특성, 건강상태, 사회  지지, 생활만족도  자살생

각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 편차를 구하 고, 일반  

특성에 따른 건강상태, 사회  지지, 생활만족도, 자살생

각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 으며, 분석후 평

균비교는 사후검정 Scheffe 로 분석하 다.

연구 상자의 건강상태, 사회  지지, 생활만족도, 자

살생각 간의 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산출하 고, 자살생각에 한 건강상태, 사회  지지와 

생활만족도의 향정도를 규명하기 하여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 다. 다 회귀 분석 후 

독립변수에 한 회귀분석의 가정은 다 공선성, 잔차, 

특이값 등으로 확인하 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성별은 남자 40명

(32.5%), 여자 83명(67.5%)이었다. 연령은 65-69세 38명

(30.9%), 70-74세 32명(26.0%), 75-79세 26명(21.1%), 

80-84세 27명(22.0%)이었다. 교육 수 은 무학 24명

(19.5%), 졸이하 33명(26.8%), 졸이하 21명(17.2%), 

고졸이하 34(27.6%), 고졸이 상 11명(8.9%)이었고, 종교는 

71명(57.7%)이 있었고, 재 직업은 98(79.7%)명이 없었

으며, 배우자 유무는 있다 46명(37.4%), 없다 77명(62.6%)

이었다. 거주형태는 혼자 산다 32명(26.0%), 두 부부만 

산다 60명(48.8%), 배우자 외 다른 가족 31명(25.2%)이었

고, 경제상태는 상 8명(6.5%),  54명(43.9%), 하 61명

(49.6%)이었고, 재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배우자 

78명(63.4%), 자녀 45명(36.6%)이었고, 취미생활은 있다 

65명(52.8%), 없다 58명(47.2%)이었으며, 가입단체는 있

다 45명(36.6%), 없다 78명(63.4%)이었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23)

3.1 대상자의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 생활만

족도, 자살생각

<표 2> 대상자의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 생활만족도, 
자살생각                              (N=123)

Variables M±SD Range

건강상태

신체통증 2.88±.75

1～4

신체  기능 2.49±.66

사회  기능 2.43±.82

정서  기능 2.40±.82

성생활 2.39±.84

총 2.47±.70

사회  지지

정서  지지 3.42±.93

1～5

평가  지지 3.40±.91

물질  지지 3.38±.92

정보  지지 3.22±.93

총 3.36±.90

생활 만족도 2.90±.60 1～5

자살생각  .51±.37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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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상자가 지각한 건강상태는 4  만 에 평균 

2.47±.70 이었다. 하부 역별 평균 수를 살펴보면, 신

체통증 2.88±.75 , 신체  기능 2.49±.66 , 사회  기능 

2.43±.82 , 정서  기능 2.40±.82 , 성생활 2.39±.84 순

이었다. 연구 상자의 사회  지지는 5  만 에 평균 

3.36±.90 이었다. 하부 역별 평균 수를 살펴보면, 정

서  지지 3.42±.93 , 평가  지지 3.40±.91 , 물질  지

지 3.38±.92 , 정보  지지 3.22±.93  순이었다. 연구

상자의 생활만족도는 5  만 에 평균 2.90±.60 이었다. 

연구 상자의 자살생각은 2  만 에 평균 .51±.37 이

었다<표 2>.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 생활만족도, 자살생각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건강상태는 연령

(F=9.550, p=<.001), 교육수 (F=4.616, p=.002), 종교

(t=-2.220, p=.030), 재 직업(t=5.906, p=<.001), 배우자 

유무(t=4.936, p=.001), 거주형태(F=4.720, p=.001), 경제상

태(F=5.809, p=.004), 재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

(t=2.691, p=.009), 취미생활(t=5.338, p=<.001), 가입단체

(t=4.103, p=<.001)에 따른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사후분석에서 살펴보면, 연령에서는 65-69세의 노

인은 70-79세 노인보다 건강상태가 좋았고, 교육수 에

서는 고졸 이하의 노인은 졸 이하와 고졸 이상의 노인

보다 건강상태가 좋았다. 종교, 재 직업, 배우자, 취미생

활  가입단체가 있는 경우가 그 지 않은 경우보다 건

강상태가 좋았고, 두 부부만 사는 노인의 경우 혼자 사는 

노인보다 건강상태가 좋았다. 경제상태에서는 ‘상’ 인 경

우가 ‘ ’과 ‘하’ 인경우보다 건강상태가 좋았고, 재 가

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배우자 일 경우는 자녀일 경우

보다 건강상태가 좋았다. 반면에 성별(t=-1.017, p=.313)

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사회  지지는 종

교(t=2.745, p=.007), 재 직업(t=2.068, p=.046), 경제상태

(F=4.395, p=.014)에 따른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고 사후분석에서 살펴보면, 종교와 재 직업이 있는 

경우가 그 지 않은 경우보다 사회  지지가 높았고, 상

의 경제상태인 노인이 하의 경제상태의 노인보다 사회  

지지가 높았다. 반면에 성별(t=-1.550, p=.125), 연령

(F=2.540, p=.060), 교육수 (F=.102, p=.982), 배우자 유

무(t=.700, p=.593), 거주형태(F=2.165, p=.077), 재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t=.925, p=.358), 취미생활(t=1.721, 

p=.088), 가입단체(t=1.850, p=.068)에 따른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3-1>. 

<표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  
(N=123)

특성 구분 빈도
건강상태 사회  지지

M±SD F/t(p) M±SD F/t(p)

성별
남자 40 2.37±.76 -1.017

(.313)

3.18±.91 -1.550

(.125)여자 83 2.51±.67 3.45±.88

연령

(세)

65-69a 38 2.94±.49

9.550

(<.001)

c,d<a

3.56±.54

2.540

(.060)

70-74
b 32 2.67±.69 3.55±.92

75-79
c 26 2.24±.74 3.26±.29

80세 이상
d 27 2.19±.60 3.02±.91

교육 

수

무학
a 24 2.23±.64

4.616

(.002)

a,e<d

3.27±.90

.102

(.982)

졸이하
b 33 2.49±.57 3.34±.89

졸이하
c 21 2.39±.62 3.36±.73

고졸이하
d 34 2.94±.57 3.44±.99

고졸이상
e 11 2.23±.64 3.34±.95

종교
있다 71 2.62±.66 2.200

(.030)

3.55±.91 2.745

(.007)없다 52 2.35±.72 3.12±.82

재 

직업

있다 25 2.63±.62 5.906

(<.001)

3.72±.99 2.068

(.046)없다 98 1.81±.62 3.27±.85

배우자 유

무

있다 46 2.72±.61 4.936

(.001)

3.42±.94 .700

(.593)없다 77 1.92±.66 3.33±.84

거주 

형태

혼자 산다
a

32 1.91±.65

4.720

(.001)

a,c<b

3.29±.63

2.165

(.077)

두 부부만 

산다
b 60 2.62±.63 3.39±.69

배우자외 

다른 가족c 31 2.15±.79 3.36±.06

경제

상태

상
a 8 2.66±.62 5.809

(.004)

b,c<a

3.99±.09 4.395

(.014)

c<a

b 54 2.31±.73 3.50±.93

하
c 61 2.01±.66 3.16±.78

재 가장 

믿고 의지

하는 사람

배우자 78 2.60±.64 2.691

(.009)

3.46±.94 .925

(.358)
자녀 45 2.24±.75 3.31±.87

취미

생활

있다 65 2.79±.65 5.338

(<.001)

3.49±.92 1.721

(.088)없다 58 2.18±.62 3.22±.86

가입

단체

있다 45 2.65±.70 4.103

(<.001)

3.56±.89 1.850

(.068)없다 78 2.16±.60 3.25±.89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는 연령

(F=3.018, p=.033), 경제상태(F=6.485, p=.002), 취미생활

(t=2.715, p=.008), 재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t=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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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빈도
생활 만족도 자살생각

M±SD F/t(p) M±SD F/t(p)

성별
남자 40 2.83±.55 -.872

(.386)

.54±.43 .760

(.448)여자 83 2.93±.62 .49±.33

연령

(세)

65-69a 38 3.18±.40

3.018

(.033)

d<b

.41±.34

4.232

(.007)

a,b<d

70-74
b 32 2.88±.65 .43±.34

75-79
c 26 2.83±.45 .51±.33

80세 이상
d 27 2.73±.71 .71±.38

교육

수

무학
a 24 2.67±.84

1.209

(.311)

.66±.37

2.854

(.027)

졸이하
b 33 2.82±.62 .61±.40

졸이하
c 21 2.83±.50 .48±.38

고졸이하
d 34 2.95±.71 .41±.33

고졸이상
e 11 3.05±.42 .34±.24

종교
있다 71 2.97±.47 1.151

(.228)

.44±.35 -2.429

(.017)없다 52 2.74±.67 .60±.37

재

직업

있다 25 2.94±.55 -1.472

(.144)

.49±.33 -2.442

(.019)없다 98 2.74±.76 .54±.37

배우자 유

무

있다 46 3.02±.51 2.153

(.079)

.50±.35 1.217

(.307)없다 77 2.81±.19 .53±.34

거주

형태

혼자 산다 32 2.93±.45

.995

(.413)

.52±.32

1.008

(.406)
두 부부만 

산다
60 2.96±.52 .48±.37

배우자외 

다른 가족
19 2.86±.84 .51±.41

경제

상태

상
a

8 3.04±.30 6.485

(.002)

c<a

.41±.33 3.655

(.029)

a<c

b 54 2.81±.71 .46±.39

하
c 61 2.33±.02 .59±.38

재 가장 

믿고 의지

하는 사람

배우자 78 2.99±.53
2.297

(.023)

.48±.38
.541

(.590)자녀 45 2.74±.68 .52±.36

취미

생활

있다 65 3.05±.52 2.715

(.008)

.43±.35 -2.566

(.012)없다 58 2.76±.63 .59±.37

가입

단체

있다 45 2.94±.56 .999

(.321)

.37±.30 -3.585

(.001)없다 78 2.82±.66 .59±.38

p=.023)에 따른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고 사후

분석에서 65-69세의 노인은 80세이상의 노인보다 생활

만족도가 높았고, 경제상태가 ‘상’ 인경우가 ‘하’인 경우보

다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취미생활이 있는 경우 그 지 

않은 경우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았고, 재 가장 믿고 의

지하는 사람이 배우자일 때가 자녀일 때보다 생활만족도

가 높았다. 반면에 성별(t=-.872, p=.386), 교육수

(F=1.209, p=.311), 종교(t=1.151, p=.228), 재 직업

(t=1.472, p=.144), 배우자 유무(t=2.153, p=.079), 거주형태

(F=.995, p=.413), 가입단체(t=.999, p=.321)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은 연령

(F=4.232, p=.007), 교육수 (F=2.854, p=.027), 종교

(t=-2.429, p=.017), 재 직업(t=-2.442, p=.019), 경제상

태(F=3.655, p=.029), 취미생활(t=-2.566, p=.012), 가입단

체(t=-3.585, p=.001)에 따른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사후분석에서는 80세 이상이 65-74세 노인보다 

자살생각을 많이 하 고, 종교, 재 직업, 취미생활, 가

입단체가 있는 경우 그 지 않는 경우보다 자살생각이 

낮았다. 경제상태가 ‘하’ 인경우가 ‘상’ 인경우보다 자살생

각이 높았다. 반면에 성별(t=.760, p=.448), 배우자 유무

(t=1.217, p=.307), 거주형태(F=1.008, p=.406), 재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t=.541, p=.590)에 있어서는 그 차이

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3-2>.

<표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 자살 생각  
                               (N=123)

3.3 대상자의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 생활만

족도, 자살생각 간의 상관관계

연구 상자의 건강상태, 사회  지지, 생활 만족도  

자살생각 간의 상 성은 건강상태과 자살생각(r=-.516, 

p=<.001), 사회  지지와 자살생각(r=-251, p=.005), 생활 

만족도와 자살생각(r=-.211, p=.019)에서 통계 으로 유

의한 부 의 계를 보 다<표 4>.

<표 4> 대상자의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 생활만족도 및 자살
생각 간의 관계                        (N=123)

건강상태 사회  지지 생활만족도

자살생각 -.516
*** -.251**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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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대상자의 자살생각의 영향정도

연구 상자의 자살생각에 한 건강상태, 사회  지지 

 생활만족도의 설명력을 검증하고, 어떤 변수가 더 강

력한 측력을 지니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해 단계별 

다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독립변수에 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증하기 하여 잔차의 등분산성, 

정규분포성, 다  공선성 진단분석 결과, 공차한계

(tolerence)가 .952로 .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IF)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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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로 10이하를 보여 다 공선성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잔차분석 결과, Durbin Watson 검정결과는 1.998

로 2에 가까워 모형의 오차항 간에 자기상 성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나 잔차의 등분산성과 정규분포성 가정을 만족

하 다. 연구 상자의 자살생각에 해서 건강상태는 

26.6%의 설명력을 나타내어 자살생각에 건강상태는 

향을 주는 측 변수임을 알 수 있다<표 5>.

<표 5> 대상자의 자살생각의 영향정도           (N=123)

자살생각

B SE R2 β t p

건강상태 .269 .041 .266 .516 6.629 <.001

4. 논의

본 연구는 노인의 자살생각에 향요인으로서 건강상

태, 사회  지지  생활만족도를 악하고 그 상 성을 

규명하기 해 시도되었다.

연구 상자가 지각한 건강상태는 4  만 에 평균 

2.47±.70 으로 보통 이상 수 이며 신체통증을 비롯한 

신체  기능의 건강상태와 사회  기능의 건강상태가 정

서  기능의 건강상태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재가 노

인을 상으로 한 [31], [20]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본 연구 상자는 주로 낮 시간 동안 경로당이나 노인복

지회 에서 시간을 보낼 정도로 신체  기능의 건강상태

가 좋은 편이며 종교나 취미생활 등을 통하여 사회  기

능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외로움, 쓸쓸

함, 우울, 조  의욕상실과 같은 정서  기능의 건강상

태는 다른 기능의 건강상태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가정 내 혹은 지역사회 내에서의 한 

지지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라 건강상태의 차이는 연령, 교육수 , 종교, 

재 직업, 배우자 유무, 거주형태, 경제상태, 재 가장 믿

고 의지하는 사람, 취미생활, 가입단체에 따른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연령, 교육수 , 경제상태에 따라 

차이를 보인 [31]의 연구와 거주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인 

[32]의 연구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인 [20], [24]의 연

구와 부분 으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특히, 본 연구

에서는 연령이 을수록, 교육수 이 높을수록, 종교와 

재 직업  배우자가 있는 경우, 노인 부부만 사는 경

우,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재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

이 배우자인 경우, 취미생활과 가입단체가 있는 경우 건

강상태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의 건강에 한 

재를 계획할 때 노인이라는 일반화된 집단  근이 아

니라 노인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  근을 시도

하여 노인의 건강상태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마

련해야 할 것이다.

연구 상자의 사회  지지는 5  만 에 평균 

3.36±.90 으로 보통 이상 수 이었고, 하부 역에서는 

정서  지지와 평가  지지가 물질  지지와 정보  지

지보다 높게 나타나 [33]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

다. 이는 노인에게는 여러 가지 정보나 을 제공하거

나 필요시 돕는 지지보다는 노인에게 사랑과 격려  

심을 주고 노인을 이해하며 노인의 행 를 인정하며 칭

찬해주는 지지를 더 많이 지각하고 있었다. 연구 상자

의 일반  특성에 따라 사회  지지의 차이는 종교, 재 

직업, 경제상태에 따른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종교와 경제수 에 따라 차이를 보인 [16]의 연구와 경제

수 에 따른 차이를 보인 [33]과 [3]의 연구와 부분 으

로 유사함을 나타냈다. 이는 노인은 종교생활과 직장생

활을 통하여 사회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경제 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사회 활동에 

참여하게 됨을 알 수 있어 이러한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  지지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 상자의 생활만족도는 5  만 에 평균 2.90±.60

으로 보통 이상 수 을 나타냈고, 이는 [18]의 연구와 

유사함을 나타냈다.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는 연령, 경제상태, 취미생활, 재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 따른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연령, 경제상태, 사회활동에 따라 차이를 보인 [34]의 연

구와 사회활동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인 [18]의 연구와 부

분 으로 유사함을 나타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연령

이 을수록,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취미생활을 하고 있

는 경우, 주 에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 배우자인 경

우에 생활 만족도가 높았다. 따라서 노인의 연령을 고려

한 근을 통하여 그에 맞는 요구도를 악하여 생활에 

한 지원을 해야 함은 물론이고 경제력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 알선  창출, 다양한 취미생활 개발  참여의 

기회를 확 하는 등을 통하여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연구 상자의 자살생각은 2  만 에 평균 .51±.37

으로 보통 이하 수 으로 [3], [30]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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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냈다.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자살생

각은 연령, 교육수 , 종교, 재 직업, 경제상태, 취미생

활, 가입단체에 따른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이는 교육수 과 경제상태에 따라 차이를 보인 [2]의 연

구와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인 [15]의 연구와 교육수 에 

따라 차이를 보인 [35]의 연구와 교육수 , 종교, 경제수

에 따라 차이를 보인 [16]의 연구와는 부분 으로 유사

함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이 을수록, 종교, 

재 직업, 취미생활, 가입단체가 있는 경우와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자살생각이 었다. 따라서 노인의 자살 방지

를 해서는 연령에 따른 자살 험 정도를 악해야 할 

것이고 종교나 취미생활  여가활동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에 가입하는 등의 활동을 개발 운 하여 자

살생각을 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한 

노인이 독립성과 자 심을 유지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수

의 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노인 인구의 취업 략도 

사회 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 상자의 건강상태, 사회  지지, 생활만족도  

자살생각 간의 상 성은 건강상태와 자살생각, 사회  

지지와 자살생각, 생활만족도와 자살생각에서 통계 으

로 유의한 부 의 계를 보 다. 이는 자살생각은 건강

상태와 상 계를 보인 [15]의 연구와 사회  지지와 상

계를 보인 [3], [16], [8], [36], [15], [37]의 연구와 부

분 으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즉 자살생각은 건강

상태가 나쁠수록, 사회  지지가 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을수록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

인의 자살을 방하기 해서는 건강한 노년기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인의 건강 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이고 사회  지지 자원을 확 하여 강화시킬 수 있도록 

노인을 부양하는 가정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지원체

계 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노

인이 처한 상황에 따른 생활 지원을 히 하여 생활만

족도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한 연구 상자의 자살

생각에 한 건강상태, 사회  지지  생활만족도의 설

명력을 검증하고, 어떤 변수가 더 강력한 측력을 지니

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해 단계별 다  회귀분석을 한 

결과, 연구 상자의 자살생각에 해서 건강상태만이 

26.6%의 설명력을 나타내어 자살생각에 건강상태는 

요한 향을 주는 측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주

 건강상태는 자살생각에 독립 인 향을 다는 [17]

의 연구결과와 그 맥락을 함께 한다. 따라서 노인의 자살

생각을 감소시키기 해서는 무엇보다 건강한 생활을 지

속 으로 증진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

기 한 방안으로 우선 해마다 실시하는 건강검진이 좀 

더 효율 으로 시행되어 실제 노인의 건강을 조기에 

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고, 기존의 질병에 

한 리  노인성 질병에 한 방을 한 건강 리

에 한 자기효능감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건

강교육 로그램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노인의 자살생각의 향요인으

로 건강상태를 규명하 으며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기 

해서는 정 인 노인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한 향요인으로서 설명

되지는 않았지만 사회  지지와 생활만족도의 향상은 노

인의 자살에 한 생각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을 확인

하 다. 따라서 노인의 자살 방 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노인의 건강상태, 사회  지지  생활만족도를 향

상시킬 수 있는 략을 마련하여 이에 포함시켜 운 해

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의 건강상태, 사회  지지, 생활만족도 

 자살생각을 악하고, 이들 변수간의 상 성을 규명

하기 해 실시되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 상자의 건강상태, 사회  지지, 생활만족도는 

보통 이상 수 이었고, 자살생각은 보통 이하 수 이었

다. 일반  특성  연령, 교육수 , 종교, 재 직업, 배우

자 유무, 거주형태, 경제상태, 재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 취미생활, 가입단체에 따라 건강상태에 유의한 차

이를 보 고, 종교, 재 직업, 경제상태에 따라 사회  

지지에 유의한 차이를 보 고, 연령, 경제상태, 취미생활, 

재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차

이를 보 으며, 연령, 교육수 , 종교, 재 직업, 경제상

태, 취미생활, 가입단체에 따라 자살생각에 차이를 보

다. 연구 상자의 자살생각은 건강상태, 사회  지지  

생활만족도에 부 의 상 계를 보여 건강상태가 좋을

수록, 사회  지지가 강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을 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살생각

의 요한 향 요인으로는 건강상태로 26.6%의 설명력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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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 결과를 살펴볼 때, 본 연구는 노인의 자살

생각의 향요인으로 건강상태, 사회  지지  생활만

족도를 규명하여 추후 노인의 자살 방 련 방안을 마

련하기 한 기  자료로서 합리 인 근거를 마련하 고, 

특히 노인의 정 인 건강상태는 자살생각을 감소시키

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확인되어 노인 자살

방 로그램에 이러한 을 추가 강조하여 용 운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일부 노인으로 한정되었던 

상자를 확 하여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이고, 노인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면서 개개인의 건강상태를 좀 더 

구체 으로 악하여 그 결과가 반 된 노인 자살 방 

로그램을 개발  용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

를 실시할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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