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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살생각에 대한 부모학대와 또래괴롭힘의 영향에서 

대인관계내재화와 절망감의 매개효과*2)

홍 나 미

(인천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요 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며 자살위험에 처한 청소년을 위한 개입방안을 모색하기 위

하여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부모학대와 또래괴롭힘의 영향에서 대인관계내재화와 절망감의 매개효

과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부모학대는 매개변인을 통하여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보다 직

접적으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또래괴롭힘은 대인관계내재화와 절

망감에 순차적으로 매개함으로써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

과를 바탕으로 실천적 함의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부모학대, 또래괴롭힘, 청소년 자살생각, 대인관계내재화, 절망감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우리나라 청소년 문제의 많은 변화들 가운데, 청소년의 자살문제보다 시급한 것은 없다. 지난 몇 십

년동안 청소년의 자살은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모방 자살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와 같은 또 

다른 부정적인 결과들로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2010)의 자료에 의하면, 2009년 우리나라 15-24세 인

구의 사망 원인의 1순위는 ‘고의적 자해(자살)’ 다. 청소년의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인구 10만 명 

당 청소년 자살자 수가 2008년 13.5명에서 2009년에는 15.3명으로 증가하 다. 이는 매년 고교 2학급, 

중학교 1학급이 자살로 인해 사회에서 사라짐을 의미한다. 자살은 은 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공

식적으로 보고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 일어난 청소년자살은 보고된 자료보다 훨씬 더 높을 

* 본 논문은 연구자의 박사학위논문 중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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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추정되어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게다가 문제의 범위는 자살시도와 자살생각까지 고려할 

때 더욱 커진다.

자살생각은 엄격한 의미에서 자살과 다른 속성을 지니지만 논리적으로 자살시도나 자살행위에 앞

서 나타나는 연속적인 과정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자살행위는 자살시도를 경험한 사람에

게 많이 발생하고, 자살시도는 자살생각을 많이 경험한 자들에게서 일어난다는 경험적 연구가 이를 

뒷받침한다(Cohen, Spirito and Brown, 1996; Lewinsohn, Rohde, and Seeley, 1996). 이처럼, 자살생

각은 자살시도와 자살행위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자살을 이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개념이므로, 자

살행위에 한 발전정도를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자살생각을 일으키는 

원인과 경로를 파악하는 것은 곧 자살행위의 요인과 자살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며,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청소년 자살생각의 원인은 청소년기의 특성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는데, 청소년의 자살은 스트레

스에 한 충동적이고 일시적인 위기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07). 청소년기

는 성인과 달리 스스로 환경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상호작용 능력이 미발달되었기 때문에 어느 시기보

다 주변 환경의 향을 많이 받으며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부모와 또래친구는 청소년 삶의 질에 중요

한 향을 미치는 체계인데, 부모로부터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또래친구로부터 낙인찍혀 관계를 회

복할 기회가 없다고 느낄 때, 청소년들은 친구는 있지만 혼자이며, 부모는 있지만 이야기 상 로서의 

부모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더 이상 도움을 요청할 상이 없다.

특히, 부모의 학 와 또래괴롭힘은 청소년들의 자살생각과 시도에 강력한 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주목 받고 있다. 부모학 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전국아동학 현황보고서(2011)에 의하면 

2010년도 학 피해사례는 5,657건으로 학 피해아동의 10명 중 4명은 거의 매일 학 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 는 주로 가정에서 일어나며 부모에 의한 학 가 83.2%를 차지하 다. 이처럼 부모로부

터의 학 경험은 폭력의 주체와 상 모두가 친 한 가족구성원이라는 특성 때문에(이상준, 2006), 청

소년들에게는 더욱 혼란스럽고 심리적, 행동적,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향을 미치고 있다. 학 를 경

험한 청소년의 경우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자살위험이 3배로 높았으며(Perkins and Jones, 2004), 

자살생각의 위험이 2배 이상 높았다(Berenson et al., 2001).

또래로부터의 낮은 친 감과 높은 거절감을 경험한 청소년들도 심각한 자살생각을 가졌는데(Kerr, 

Preuss, and King, 2006), 또래괴롭힘은 무력한 정서적 고통과 스트레스원으로 자살생각을 의미있게 

예측하는 요인이었다(최준 , 2007; Peter, Roberts, and Buzdugan, 2008).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실시한 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2011)에서는 신체폭행, 금품 갈취 등 드러나는 폭력이 41.9%, 집단따돌

림이나 인터넷 폭력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괴롭힘이 56.5%로 나타나 또래괴롭힘 현상이 청소년에게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또래괴롭힘을 당한 청소년들은 불안과 외로움, 낮은 자기효능

감, 학업적 어려움, 학교결석을 포함하는 적응의 어려움과 관련되어있을 뿐 아니라, 우울과 자살생각

의 위험이 높았다(Hanish and Guerra, 2002).

이처럼, 부모의 학 와 또래괴롭힘은 장․단기적으로 다양한 부적응적 증상을 유발하는 주요한 스

트레스원으로써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유발하는 강력한 위험요인이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학 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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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또래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청소년들 모두가 자살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상황

에서 어떤 사람은 자살을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은 자살을 생각하지 않는 이유에 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스트레스 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경로에서 매개요인이 작용함을 강조한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학 경험과 또래괴롭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직접적인 향만을 확인하거

나(김혜성, 2008; 최준 , 2007), 이론적 모형에 근거하지 못한 채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변인과의 관

계로만 설명하여, 부모학 와 또래괴롭힘이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의 구조적 관계에 한 정보를 충

분히 제공하지 못하 다. 최근에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향을 줄 수 있는 심리내적 요인과 학  및 

또래괴롭힘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틀을 구성하여 자살생각에 미치는 향에 해 조사한 연구들이 

제시되었으나(김은경․이정숙, 2008; 김재엽․이근 , 2010; Salzinger, Rosario, Feldman, and 

Ng-Mak, 2007), 학  및 또래괴롭힘과 상호작용하는 요인을 주로 우울과 같은 정신과적인 증상으로

만 제시하여 병리적 모델에 갇히는 제한점이 있었다. 또한, 외부 자극에 의미를 부여하는 심리적 과정

과 신체생리학적 변화과정을 포함하는 인지과정을 간과하므로 자살의 기제를 충분히 이해하는데 한계

가 있었다.

이에 따른 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학 와 또래괴롭힘과 같은 위험상황에 노출되었던 청소년

들은 인관계의 경험을 왜곡되게 지각하거나 내재화하는 경향이 있으며(김희수․이재토․홍성훈, 

2006; Sabbath, 1969; Woznica and Shapiro, 1990),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사고가 심각한 자들은 

인관계내재화와 절망감이 높다는 사실(Joiner, Pettit, et al, 2002; Stewart et al., 2005; Van Orden et 

al. 2006; Van Orden et al., 2010)에 주목하 다. 자살행위는 고립되고 적 적인 세상에 직면하는 고

통으로 불리울 만큼 인관계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Shneidman, 1996), 자살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들이 경험하는 촉발사건 자체가 자살을 유발하기보다는 촉발사건에 한 청소년들의 인지적 결핍이나 

내적 향력의 정도가 자살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김기환․전명희,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학 와 또래괴롭힘으로 안정된 경험이 부족하 던 청소년들이 인관계내재화와 절

망감을 통하여 자살생각에 이르게 되는 경로를 밝히고자 한다. 이와 같은 경로를 확인하는 과정은 심

리적 고통을 일으키는 왜곡된 인관계 인식을 변화시킴으로 자살생각을 예방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론에 기반을 둔 변인들을 활용하여 자살위험을 사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침과 즉각적인 개입전략

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자살생각

청소년 시기에 자살에 한 생각, 동기 및 유혹은 다른 연령 보다 상 적으로 일반적이며 보편적 

문제이며, 후기청소년과 초기성인기(15세-24세)에 두드러지게 경험하는 문제이다(Evans, Haw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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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odhan, 2005).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청소년상담원(2007)의 조사에서는 자살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58.8%이고, 자살시도의 경험은 11.2%로 나타났다. 경기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2009)가 

2009년 중․고교생 9,340명을 상으로 실시한 ‘위기청소년 실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중 23.6%가 

자살생각을 한 적이 있으며, 10.3%가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 시기는 자살생각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이며, 새롭게 출현하는 ‘사례’로 보는 것에 

해 많은 연구자들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Kerr, Owen, Pears, and Capaldi, 2008). 사춘기 이전의 청

소년의 경우, 자살행동에 앞서 략 10번 이상의 자살생각을 하며(Pfeffer, 1989), 자살을 생각했던 청

소년들은 자살생각을 시작한 첫 해 안에 자살계획과 시도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Borges, 

Benjet et al., 2008).

Kessler, Borges, and Walters(1999)의 연구에서는 자살생각을 처음으로 하고 계획을 세우며, 시도

률이 가장 높은 시기는 10  후반과 20  초반이었음을 밝히면서, 자살생각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1년 

안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이들의 자살시도를 예방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 다. Reinherz, Tanner, 

Berger, Beardslee, and Fitzmaurice (2006)연구에서도 자살생각을 했던 집단이 하지 않았던 집단에 

비해 자살시도를 12배 많이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살시도집단은 자살을 시도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살생각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명백하게 낮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은 성인기의 

자살생각과 시도를 예측하므로, 자살에 한 생각의 심각성보다 자살에 한 생각 그 자체를 지니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부모학대 및 또래괴롭힘과 자살생각의 관계

부모의 적 적이고 거부적인 양육태도는 학 와 방임으로 드러나며, 최악의 부모-자녀관계 문제라

고 할 수 있다. 학 경험은 일차적으로 신체적 손상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성장기에 있는 아동․청

소년의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장․단기적으로 부정적인 향을 미친다. 단기적 부정

적 향은 낮은 자기효능감, 절망감과 같은 심리적 문제와 인관계의 어려움, 정서적 자기규제 발달

의 저해 등이 포함되며(Taft, Schumm, Panuzio, et al., 2008), 장기적인 부정적 향으로는 성격장애, 

정신증적 증상, 약물남용과 폭력등과 같은 외현화 행동 뿐 아니라 우울과 불안과 같은 내현화 증상과

도 관련이 있다(Dick, 2005). 무엇보다, 학 경험의 가장 심각한 결과 중에 하나는 자기파괴적인 자살

생각이나 자살시도와 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박경, 2005; Joiner et al., 2007). 정신병원 입원환

자 중에서 자살위험이 높은 청소년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Grilo et al.(1999)는 학 받은 경험이 있

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자살위험이 높다고 보고하 다. Perkins와 Jones(2004)의 연구에

도 학 경험 유무에 따른 청소년의 자살위험이 각각 31.5%와 10.0%로 나타나 학 경험이 있는 청소

년들의 자살시도가 약 3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엽․정윤경․이진석(2009)은 학 경험을 가

진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살에 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하면서, 사회적 관계에서 배제되어 있는 위기청소년에 한 개입 방안을 강조하 다.

이와 함께, 또래로부터 거부된 청소년들은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킬 기회를 갖지 못하며,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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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완화해주는 적절한 사회적 지지원을 찾지 못하여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을 일으킨다(Parker 

and Asher, 1987). 또래와의 관계가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들이 또래와의 친 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

하고 따돌림을 당할 경우, 심리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여 문제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또래

괴롭힘을 경험할 경우, 우울감이나 불안 증가, 자존감저하와 외로움, 통제감 상실, 자신의 취약감과 불

안, 억제행동, 학교에 한 거부감과 등교거부 등 다양한 적응문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정적 

향은 단순히 괴롭힘을 받는 그 시기뿐만 아니라 성인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심리적 부적응에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Olweus, 1994). 이처럼 또래괴롭힘은 우울이나 불안 등 내현화 문제뿐 아

니라 분노와 또 다른 가해행동으로 표현되기도 하며, 자살충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김원중, 2004). 

Smith(2010)은 청소년기의 자살이 지속적인 또래괴롭힘으로부터 야기된 결과임을 강조하 다. 결국, 

안전하지 않은 또래관계는 청소년의 심리적 복지를 무너뜨리고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황폐하게 만드

는 것이다.

3) 대인관계내재화 및 절망감과 자살생각의 관계

인관계 내재화는 Joiner(2005)의 자살이론인 인관계-심리이론에서 처음으로 개념화되어 제시되

었다. 그는 자살이 좌절된 심리적 욕구 즉 심리적 고통에 의해 일어난다는 Shneidman(1996)의 이론

과 자살에 한 인지적 관점인 절망을 강조하는 Beck, et al(1979)의 이론을 기반으로 죽음의 소망을 

설명하 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관계 내재화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관계의 욕구가 결핍되었을 때 

경험하는 심리적 통증을 의미한다. 즉, 스스로를 사회적 지지체계 내에서 통합되지 못하여 소외되었

고, 자신의 존재가 타인에게 짐이된다고 왜곡되게 지각할 때 경험하는 심리적 결핍감, 정신적 고통으

로써 이러한 심리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될 때, 사람들은 죽음을 소망하게 된다는 것이다(Joiner, 2005). 

인관계내재화 변인은 소속감 결여와 짐이되는 느낌이 조합된 개념으로, 각 하위개념은 선행연구

들을 통해 자살을 예측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꾸준히 밝혀졌다(Maris et al., 2000; Joiner, Pettit et al., 

2002). 소속감 결여는 좌절된 또는 왜곡된 심리적 욕구에서 비롯된 심리통이며(Shneidman, 1996; 

Baumeister and Leary, 1995), 짐이되는 느낌은 자신에 한 자신감 또는 유능감이라는 욕구가 좌절

되었을 때, 스스로를 무능하다고 지각하여 타인에게 짐이된다는 두려움을 의미한다(Joiner, 2005). 소

속감 결여를 느끼는 뇌의 역은 신체적 고통을 경험하는 뇌의 역과 동일한 만큼, 타인으로부터의 

고립과 소외는 청소년에게 강력한 통증이며 지속적인 자살위험요인으로 밝혀졌다(Feldman and Eliot, 

1990; Trout, 1980). 짐이되는 느낌은 자살로 삶을 마감한 자들에게서 특징적으로 나타난 변인으로

(Joiner, Pettit, et al., 2002), 짐이되는 느낌을 진술한 자들에게서 자살위험이 의미있게 상승되어 나타

났다(Motto and Bostrom, 1990). 소속감 결여와 짐이되는 느낌은 Joiner, Van Orden, Witte and 

Rudd(2009)에 의해 인관계내재화 척도로 구성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인관계내재화를 단일변

인으로 보고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자살행동에서 가장 빈번하게 관찰되는 변인 중 하나는 절망감이다. 절망감은 자신에게 벌어진 실패

감, 의기소침, 죄책감, 비참함, 불행 등을 바꿀 수 없다는 부정적인 신념을 의미한다. 개인적 실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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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각, 의기소침, 죄책감, 비참함과 불행을 자신이나 그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부정적인 신념

인 절망감은 자살행동에 가장 빈번히 연관되는 증상이다. 많은 경험적인 연구에서 절망감은 자살생각

과 행동을 예측하는 가장 주요한 심리적 위험요인으로 보고되어왔다(Ellis and Rutherford, 2008; 

Pettit and Joiner, 2006).

청소년의 경우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되면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보다 절망감이 증가하며, 절망감

은 문화권과 성별에 상관없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강력한 변인으로 밝혀졌다(Stewart et 

al., 2005). 한편, 청소년 자살행동에 한 절망감의 연구결과는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Brent, 

Kolko, et al., 1990; Rotheran-Borus and Trautman, 1990), 그 이유는 절망감척도가 일관되지 않거나

(Brent et al., 1990), 청소년들의 인지적 특성으로 설명되었다(Cole, 1989; Digdon et al., 1985). 이처

럼 청소년의 자살예측변인으로서 절망감의 효용성에 한 논란이 존재하지만, 절망감은 스트레스 사

건과 자살생각, 자살시도와의 관계를 매개하며, 자살행동과 관련된 인지적 변인들의 효과를 조절하는 

등(김현순, 2008; Goldston et al., 2001) 자살생각에 한 중요한 예후를 설명하고 있다.

4) 부모학대, 또래괴롭힘과 대인관계내재화 및 절망감의 관계

부모학 와 또래괴롭힘 경험 자체가 자살생각을 촉발할 수도 있지만, 학 와 또래괴롭힘 경험과 자

살생각이 증가하는 과정에는 이를 매개하는 변인이 존재할 수 있다. 위기 상황 속에 지속적으로 노출

된 청소년들은 안정된 관계경험의 부족으로 환경과 자신을 더욱 왜곡되게 지각하거나 관계로부터 스

스로를 배제시키고 있다. 부모의 학 와 또래괴롭힘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지각하며, 그 고통을 활성화시켜 안적 선택으로 자살생각과 자살행동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다(Tse and Bagley, 2002; Yip et al., 2006).

인관계내재화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Joiner(2005)가 제시한 새로운 개념이므로 학 와 또래

괴롭힘과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조사된 연구는 없지만, 인관계내재화를 인관계에서 경험하는 부정

적인 인지정서요인으로 정의할 때, 학  및 또래괴롭힘과 접한 관련이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부

모학 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수치감과 자기비하감을 갖게 되어 스스로에 한 통합적 존중감을 형성

하기 어려우며(김은경․이정숙, 2008), 가족 안에서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로 지각하 는데(Sabbath, 

1969), 가족 안에서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지각했던 청소년들은 결국 자살생각과 많은 관련성이 있

었다(Woznica and Shapiro, 1990). 또래괴롭힘의 피해를 당한 학생들은 다른 친구들로부터 받아들여

진다는 생각을 적게 하 고, 외로움을 많이 느꼈으며(최지 , 2008), 스스로를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

는 청소년들은 낮은 자존감, 불안, 외로움과 함께 자기비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raham and 

Juvonen, 2002). 즉, 괴롭힘을 경험한 청소년들도 스스로를 비난하며, 높은 인 불안을 보이면서 타

인을 경계하고 의심하여 왜곡된 지각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김희수․이재토․홍성훈, 2006; 

Campell and Morrison, 2007).

부모학 , 또래괴롭힘은 절망감과도 깊은 관련성을 보 다. 가족응집력이 낮은 수준이라고 인식하

고, 가족갈등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절망과 우울을 경험하 으며(Meseese, Yuyrzenka, and Vit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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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학 와 같은 부정적인 역기능적 가족의 청소년들은 절망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ai 

Kwok and Sheck, 2010a). 따돌림을 경험한 아동들은 절망감을 느끼며(Swearer and Doll, 2001), 따돌

림 경험이 없는 아동보다 따돌림경험을 보고한 아동의 절망감 수준이 높았다(Coggan, Bennett, 

Hooper, and Dickinson, 2003).

5) 대인관계내재화와 절망감의 관계

경험적인 연구들을 통해 인관계내재화는 우울이나 절망감과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

어, 정신과 환자, 학생, 일반성인 등을 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에서 절망감과 우울의 향력을 통

제한 이후에도 인관계내재화는 자살생각과 자살시도 상태에 강력한 예측요인으로 밝혀졌다(Van 

Orden, Lynam, Hollar and Joiner, 2006; Van Orden et al., 2008; Joiner et al., 2009). 완결된 자살자

와 자살시도자가 남긴 유서를 비교분석한 연구(Joiner, Petti, et al., 2002)에서 절망감이나 정서적 고

통, 감정통제 등의 차원에서는 자살완결자와 자살시도자의 차이가 없었으나, 타인에게 짐이 되었다고 

지각한 인관계내재화는 자살완결자에게서 더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증을 인정한 성인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관계내재화는 만성적 우울이나 주요주울보다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Joiner, Van Orden et al., 2009). 이처럼 인관계내재화는 우울이나 절망감과 관련이 있지

만 상호 독립적인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치명적 자살의 인과경로를 제안한 Van Orden et al(2010)은 인관계내재화와 절망감을 중요한 경

로로 포함시켜 인관계내재화와 절망감의 관계를 설명하 다. 즉, 소속감이 결여되고 짐이되는 느낌

을 내재화한 사람들이 수동적 자살생각을 경험하지만, 이러한 수동적 자살생각은 절망감을 통해 적극

적 자살생각으로 심화된다는 것이다. 최근 인관계-심리이론을 적용하여 군인을 상으로 자살생각

을 조사한 조민호(2010)의 연구에서 소속감 결여와 짐이되는 느낌은 절망감과 관련이 높았으며, 절망

감을 매개하여 자살생각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인관계내재화가 절망감

의 경로를 통해 자살생각에 이르게 되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부모학 , 또래괴롭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향과 이들과의 관계에서 인관계내재

화와 절망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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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는 인천지역 고등학교 1, 2, 3 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상으로 실시하 다. 조사 상자 

선정에 있어서 지역적 편중을 줄이고 고른 분포의 표본을 얻기 위하여, 인천지역의 도서지역을 제외

한 8개 구에서 한 학교씩 임의 표집 하 다. 인문계 고등학교와 전문계 고등학교 비율이 3.9  1정도

으므로 그 비율에 맞추어 협조가 가능한 일반계고 6개 학교와 전문계고 2개 학교를 상으로 하

다. 학교별로는 1,2,3학년 전체 학급 중에서 학년별로 1학급씩 3개 학급을 임의 표집하여 총 24개 학급

전원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782부 으나, 설문지 중에 응답 누락이 

많거나 일정한 패턴으로 응답한 설문지 7부를 제외하 고, 데이터 점검과정을 통해 이상치를 나타낸 

7부를 제외한 후 총 768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상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338명

(50.5%), 여학생이 380명(49.5%)으로 비슷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었다. 학교는 인문계고등학교 학생이 

587명(76.4%), 전문계고 학생이 181명(23.6%)이었으며, 학년은 1학년이 295명(38.4%), 2학년이 231명

(30.1%), 3학년이 242명(31.5%)이었다.

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청소년의 자살생각: 본 연구에서 자살생각은 ‘자살을 행하는 것에 한 생각이나 사고’로 개념정의 

하 다.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로는 Reynolds(1988)이 개발한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SIQ)를 신민섭(1992)이 번역하여 사용한 척도를 활용하 다. 이 척도는 총30개 문항으

로 구성된 자기보고형 척도로써, 7점 리커트 척도로 최저 0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최고 6점(매우 

그렇다)까지 응답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 점수는 0점에서부터 180점까지 계산된다. 점수가 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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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자살생각이 빈번함을 의미한다. 신민섭(1992)의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는 .976이었으며, 본 연

구에서의 신뢰도는 전체 .979로 높은 수준이었다.

부모학대: 본 연구에서 부모학 는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 다. 부모로부터 학 경험은 Straus(1980)의 Conflict Tactics Scale(CTS)척도를 김재

엽 외(2009)가 우리 사회에 적용하기에 어려운 총기사용 등의 문항을 제외한 8가지 문항으로 재구성

한 것으로 사용하여 측정하 다. CTS는 갈등관리행동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척도로써 폭력 또는 학

를 측정하는 다수의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다. CTS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지난 1년간 언어적, 

신체적 폭력 경험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 다. 이 척도는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4점 리커트 척도

로 1점(전혀없다), 2점(1년에 한 두번), 3점(주1회 이상), 4점(거의 매일)로 구성되었다. 김재엽 외

(2009)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906이었고, 이 연구에서 신뢰도는 .884로 나타났다.

또래괴롭힘: 본 연구에서 또래괴롭힘은 힘의 불균형을 바탕으로 한명 또는 그 이상의 또래에 의해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폭력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또래괴롭힘으로 정의하 다(Olweus, 

1994). 청소년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측정하기 위해 Crick and Grotpeter(1996)의 Social Expreince 

Questionaire(SEQ)를 수정, 번안한 임지 (1998)의 또래괴롭힘 척도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관계적 

괴롭힘을 측정하는 5문항, 명백한 괴롭힘을 측정하는 5문항, 친사회적 행동소외를 측정하는 5문항으로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친사회적 소외는 또래집단 내에서 직접 괴롭힘을 당하는 경험이 아니라 

또래들로부터 지지나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약간 무시당하는 경험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행동은 본 

연구에서 또래괴롭힘의 정의인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폭력적인 행동’을 측정하는데 적절

하지 않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하 다.

각 문항은 리커트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상 괴롭힘과 명백한 괴롭힘을 

많이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래괴롭힘 척도에서 명백한 괴롭힘은 직접적으로 신체적․언어적 방

법들이 사용되는 것으로 때리기, 차기, 기, 욕하기, 별명 부르기, 말로 위협하기 등이 포함된다. 관계

적 괴롭힘은 고의 또래관계에 손상을 입히기 위해 사회적 관계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쁜 소문 퍼뜨리

기, 또래집단으로부터 소외시키기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전체 .867이었으며, 관계상 

괴롭힘은 .850 명백한 괴롭힘은 .881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내재화: 본 연구에서 인관계 내재화는‘사회적 지지체계 내에서 적절히 통합되지 못하고 

그 지지체계 내에서 가지는 자신의 중요성에 해 왜곡된 생각’으로 정의하 다(Joiner, 2005). 인관

계 내재화는 인관계적인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내재화한 소속감 결여와 짐이되는 느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관계-심리 이론에서 자살소망을 설명하는 주요한 개념이다. Joiner(2005)는 소속감 결여

와 짐이되는 느낌을 ‘ 인관계 욕구(interpersonal needs)’라고 개념화하 는데, ‘ 인관계 욕구’를 직역

하여 그 로 사용할 경우, 인관계에서 느끼는 심리적 통증과 왜곡되게 지각하는 경험을 강조하지 

못한다는 판단 하에 연구자가‘ 인관계 내재화’로 재정의하여 사용하 다.

Joiner(2005)의 인관계-심리이론을 근거로 하여 Joiner, Van Orden, Witte and Rudd(2009)에 의

해 위험사정평가도구로 개발된 인관계내재화 질문지(INQ)는 소속감 결여와 짐이되는 느낌을 7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있는 자기보고형 질문지이다. 총 25개의 문항이며, 짐이되는 느낌 1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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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감 결여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연구자는 조민호의 연구(2010)에서 번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 으며, 예비조사단계에서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를 표시한 후 적절한 

단어를 제안하도록 한 뒤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청소년에 맞게 수정하 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인관계 내재화 전체 신뢰도는 .93로 나타났다.

절망감: 본 연구에서 절망감은 ‘미래에 한 부정적인 기 와 믿음’으로 정의하 다. 본 연구에서는 

절망감을 측정하기 위해여 Beck, Kovacs and Weissman(1974)이 개발한 Beck Hopelessness 

Scale(BHS)를 신민섭․박광배․오경자․김중술(1990)이 한국어로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 다. BHS

는 미래에 한 부정적인 생각을 측정하기 위한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예’. ‘아니오’로 응답하게 되어있다. 총 20문항 중 1, 3, 5, 6, 8, 10, 13, 15, 19문항은 역채점하여 계산한

다. 본 연구에서 절망감 신뢰도는 .88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청소년의 인구학적 변인 중 성별, 부모형태와 주관적인 경제적 생활수준, 학업성적수준을 

통제변수로 사용하 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17.0과 AMOS 18.0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먼저, 청소년의 일반적 특

성과 각 변수들 간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모형을 구성하는 청소년 

자살관련 주요 변인들 간의 관련성과 다중공선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결측치와 이상치 점검을 하 고, 구조방정식의 기본가정인 정규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검토하 다. 또한, 이 연구가 구성된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변수들 간의 관계에 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 다. 설계된 측정모형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

여 검증하 으며, 측정모형을 검증한 후에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연구모형 내의 변수간 경로가 유의

한지 경로계수를 확인하 고, 다중상관자승치를 통해 변수의 설명력 정도를 알아보았다. 또한 연구모

형이 자료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통해 검증하 다. 변수의 

인과적 구조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여 총효과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하여 각 경로의 관계를 검

토하 다.

4. 결과분석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분석 및 상관관계

가설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에 앞서, 우선 자료가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 다. 측

정변인들의 왜도와 첨도의 절 값이 각각 3과 10미만으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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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부모학 래괴롭힘 인 계내재화 망감 자살생각

부모학 1 .179** .206** .207** .358**

래괴롭힘 1 .414** .223** .258**

인 계내재화 1 .566** .496**

망감 1 .409**

자살생각 1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표 1>과 같이 본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은 .80이상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VIF가 모두 3이하 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측정변인의 전체 

평균값을 살펴보면, 부모학  10.23(SD=3.16), 또래괴롭힘 12.32(SD=3.88), 인관계내재화 

71.27(SD=23.47), 절망감 4.14(SD=4.46), 자살생각 20.41(29.63)이었다.

<표 1>  측정변인의 상 계

** p<.01, * p<.05, n=768

2) 연구모형 분석

(1) 측정모형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 구조모형의 분석을 통해 변수간의 향력을 살펴보기 전에 연구모형에 

포함된 개념들이 적절하게 측정되고 있는지에 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모형에 

포함된 잠재변수인 부모학 , 또래괴롭힘, 인관계내재화, 절망감, 자살생각을 포함한 측정모형이 적

합한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하 다. 분석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128.880(df=44), 

p=.000으로 카이제곱 통계량이 유의하 으며, TLI=.980, CFI=.987, RMSEA=.050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측정모형이 자료를 잘 설명하도록 적합하게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구조모형분석

본 연구모형에 한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변수들 간의 관계구조를 살펴보고자 

구조모형에 한 분석을 실시하 다. 자살생각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성별, 부모형태, 생활수준과 학

업성적은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하 다. 본 연구의 구조모형 적합도는 =315.493, TLI=.950, 

CFI=.967, RMSEA=.058로 나타나 모형이 자료를 잘 적합시키고 있다고 판단된다.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내생변수와 측정변수들 간의 다중상관 

자승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를 살펴보았다. 청소년의 인관계내재화에 부모학 , 또래괴롭

힘 변인들이 설명하는 총변량은 34.7%, 청소년의 절망감에 한 부모학 , 또래괴롭힘, 인관계내재

화가 설명하는 총변량은 41.2%,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한 부모학 , 또래괴롭힘, 인관계내재화, 절

망감 변인들이 설명하는 총변량은 51.4%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의 구조방정식 모형은 청소년의 자살

생각을 상당히 많이 설명하도록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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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493, TLI=.950, CFI=.967, RMSEA=.058

[그림 2]  구조모형 분석결과

구조모형의 결과와 추정된 변수들 간의 경로계수는 [그림 2]와 같다. 구체적으로 각 변수들 간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인관계내재화에 한 부모학 의 향력은 =.078로 유의미하 으며, 인

관계내재화에 한 또래괴롭힘의 향력은 =.476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부모

의 학 와 또래괴롭힘을 겪는 상자들은 모두 인관계내재화를 경험함을 알 수 있다. 부모의 학

보다 또래괴롭힘을 겪을 때 청소년들은 훨씬 더 관계를 왜곡되게 지각하는 인관계내재화를 경험하

는 것으로 밝혀졌다.

절망감에 한 부모학 의 향력은 =.089로 유의미하 지만, 절망감에 한 또래괴롭힘의 향

력은 =-.063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관계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 부모

학 를 당할 때 절망감을 경험하지만, 또래괴롭힘을 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절망감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다. 인관계내재화의 절망감에 한 직접효과는 =.637로 나타나 인관계내

재화는 절망감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한 부모의 학 는 =.191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자살생각에 

한 또래괴롭힘은 =.012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인관계내재화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직접적인 향

은 =.354로 유의미하 고, 절망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직접적인 향은 =.122로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또래괴롭힘을 제외한 부모학 와 절망감, 인관계내재화 모두 자살

생각에 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임이 밝혀졌고, 특히 인관계내재화는 다른 변인보다 자살생각에 강

력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의 학 와 또래괴롭힘의 상관관계는 =.206으로 유의미하 는데, 이러한 결과는 가정 안에서

의 학 와 또래관계에서 또래괴롭힘이 매우 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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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과분해

본 연구모형에서 부모학 와 또래괴롭힘이 인관계내재화와 절망감을 매개로 하여 자살생각에 이

르는 경로는 분해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부모학 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분해하면, 부모학 가 인관계내재화를 매개로하여 자

살생각에 이르는 간접효과는 =.028로 유의미하 다. 그러나, 부모학 가 절망감을 매개로하여 자살

생각에 이르는 간접효과는 =.011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Sobel검증1)에서 값이 1.96

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며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부모

학 가 절망감을 매개로하여 자살생각에 이르는 값은 1.95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

만 간접효과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모학 가 인관계내재화를 매개로 하여 절망

감에 향을 미치고, 인관계내재화가 절망감을 매개로하여 자살생각에 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도 

=.006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부모의 학 가 절망감에 향을 미치고, 절망감은 자살생각에 향을 

미쳤지만, 부모의 학 가 절망감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살생각에 한 부모학 가 매개효과를 가질지라도 부모학 가 자살생각에 직접적으로 미치

는 향이 매우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살생각에 한 부모학 의 매개모형은 부분매

개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또래괴롭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분해하면, 또래괴롭힘은 인관계내재화를 매개로하

여 자살생각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169로 유의미하 다. 또래괴롭힘이 절망감에 직접적인 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절망감을 매개로 하여 자살생각에 간접적으로도 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또래괴롭힘은 인관계내재화를 매개로 하여 절망감에 향을 미치고, 인관계내재화가 절망감을 매

개로하여 자살생각에 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도 =.036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를 통해 또래괴롭힘은 직접적으로 자살생각에 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인관계내재화를 매개로 자

살생각에 간접적으로 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즉, 또래괴롭힘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이러한 

상황에 처한 자신을 왜곡되게 지각하게 되며, 자신을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이 상태가 변하지 않고 

지속될 것이라고 절망하면서 자살생각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자살생각에 한 또래괴롭힘의 매

개모형은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완전매개효과란 매개변인들이 개입되었을 경우, 또래괴롭힘의 

자살생각에 한 향이 통계적 의미가 없는 수준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관계내재화는 절망감을 매개로하여 자살생각에 향을 미치는 효과는 =.078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인관계내재화가 절망감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간접적 향보다 인관계

내재화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직접적인 향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생각에 인관계내재화

의 향력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Sobel 검증:   


  (X→M→Y일 때, =X→M의 비표준화계수, =M→Y의 비표준화계수, =의 표준오차, =의 

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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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변수를 통한 경로분석
인과 효과

직 효과 간 효과 총효과

         부모학                                  →  자살생각 .191**  .045** .236**

부모학 → 인 계내재화 → 자살생각 .028*

부모학 → 망감 → 자살생각   .011

부모학 → 인 계내재화 → 망감 → 자살생각   .006

       래괴롭힘                                 → 자살생각  .012    .197** .211**

래괴롭힘 → 인 계내재화 → 자살생각  .169**

래괴롭힘 → 망감 → 자살생각  -.008

래괴롭힘 → 인 계내재화 → 망감 → 자살생각   .036**

                     인 계내재화               → 자살생각 .354** .078* .432**

  인 계내재화 → 망감 → 자살생각 .078*

<표 2>  연구모형의 변수 효과분해

*** p<.001, ** p<.01, * p<.05 추정치: 표 화계수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부모학 와 또래괴롭힘이 청소년자살생각에 미치는 직접적인 향과 인관계내재

화와 절망감을 매개로 하여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를 함께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선행연구와의 관련 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학 경험이 많을수록 자살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악의 

부모-자녀관계인 학 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자살위험에 노출되어있다는 선행연구결과(박경, 2005; 

Perkin and Jones, 2004)와 일치한다. 학 가 아동을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하는 친부모에 의해 행해지

고, 가정 내 위기에 의해 발생하므로(안동현, 2000; Emery and Laumann- Billing, 1998), 청소년들은 

우울, 분노와 같은 심리․정서적 장애를 나타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을 파괴하는 자살생각과 자

살시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재규명 하 다. 이와 같은 사실은 부모에 의해서 신체적, 정

서적으로 부당하게 우받고 무시, 방치, 차별당하는 학 받는 경우, 그러한 학 경험이 현재의 문제

나 정서적 고통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해 죽음을 계획하거나 고려해보는 자살생각에 직접 향을 미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Goldney et al., 1991). 따라서, 자살생각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개입하기 위해서

는 부모의 학 경험 유무와 지속기간, 학 유형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부각시킨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 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관계내재화를 통해 청소년 자살생각에 간접적인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모의 학

가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에서 절망감보다는 인관계내재화를 매개로 하여 자살생각에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은 스스로를 가족 안에서 ‘쓸데없는 존재’로 스스

로를 지각하는 인관계내재화를 통해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학 경험은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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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이나 인지해석에 부정적인 향을 미쳐서, 학 받은 청소년들은 상 의 정서나 의도를 부정적으

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모의 학 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경로에서 인관계내재화라는 매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결과는 자살생각의 발생에 있어 인관계내재화가 갖는 중요성을 입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살생

각에 이르는 경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매개효과의 의미는 치료적 개입의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는데, 학 적 환경이라는 요인은 개인적인 힘으로 변화시키기 어려운 환경적인 것이며, 특히 

학 경험은 이미 바꿀 수 없는 경험적 사건인데 비해서(김은경․이정숙, 2008), 현재 느끼는 인관계

내재화 정도는 어느 정도 개입이 가능한 인지-정서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자살

생각을 줄이기 위해서 학 적 환경을 변화시키는 가정복지 차원의 개입과 더불어서 인관계내재화를 

낮추는 심리치료적 개입도 가능할 것이다.

한편, 예상과 달리 부모학 는 절망감을 매개로 하여 자살생각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 절망감이 

초기 부정적 생활사건이나 부정적 가족기능과 자살행동을 매개한다는 선행연구결과(Lai Kwok, 

Sheck, 2010b; Meneese, et al., 1992)와도 차이를 보 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이나 절망감, 아동기의 

역경을 통제할지라도 학 는 자살에 해 직접적인 예측요인이었으며(Martin, Bergena, Rischardson, 

and Alliso, 2004), 초기 청소년의 신체학 는 자살생각에 확고하며 매개되지 않는 독립변인이었다는 

Salzinger, Rosario et al(200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모형에서 학 경험은 인관계내재화를 매개로 자살생각에 이르기도 하지만, 매개변인을 통

한 간접적 향은 미미하며, 오히려 자살생각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향이 크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학 경험 자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부모학 가 자살생각에 향을 미치는 매

우 위험한 변인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학 의 경험은 단순히 일시적인 사건이라기보다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같은 반복적 실패로 인한 누적효과에 의한 것이므로(Doll and Lyon, 1998), 청소년의 자

살생각에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부모의 학 는 그 심각성으로 인하여 자살생각과 자

살시도 경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Wan and Leung, 2010). 따라서, 자살위험에 처한 청소년을 

확인하고 개입하기 위해서 학 경험 여부를 사정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역으로 학 경험이 있

는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이나 자살행동 여부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또래괴롭힘의 경험은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괴롭힘이 자살생각에 향을 미친다는 일부 선행연구결과(Klomek, Marrocco, 

et al., 2008; Smith, 2010)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결과가 또래괴롭힘이 자살생각에 전혀 향

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본 연구에서 또래괴롭힘은 자살생각과 상관관계가 있었

으며, 회귀분석에서도 뚜렷한 향력을 나타내었지만 연구모형에서는 자살생각에 향을 미치지 않았

다. 이는 또래괴롭힘이 모형 내 상관관계가 높은 다른 변수에 의해 직접적인 향력이 상쇄되었을 가

능성이 있거나 또래괴롭힘이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향을 미치지 않고 다른 심리적 변인을 통해 향

을 미쳤을 수 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또래괴롭힘은 인관계내재화와 상관관계를 보 으며, 인관

계내재화를 매개로하여 자살생각에 간접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또래괴롭힘

이 자살생각에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매개효과인 인관계내재화와 절망감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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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통계적으로 유의하 으므로 완전매개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자살생각에 미치는 인관계내재화에 한 또래괴롭힘의 향력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또래괴롭힘은 부모학 보다 인관계내재화에 미치는 향이 두 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나 또래관계

의 경험이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으로 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이 또래로부터 명백한 괴

롭힘을 경험하거나 좋지 않은 소문의 주인공이 될 때, 청소년들은 관계에서 스스로를 철수시키며 소

외감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괴롭힘 자체가 자살생각에 향을 미치기보다 청소년

들이 또래관계에서 그들과 통합되지 못하고 소외된다고 지각하고, 또래관계에서 격리되어서 외롭다고 

지각하여 자살생각을 하게 된다는 연구결과(Mazza and Eggert, 2001)와 일치한다. Catterson and 

Hunter(2010)은 또래괴롭힘이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향에서 인지적 해석을 중요한 매개요인으로 

밝혔는데, 본 연구에서도 또래괴롭힘의 경험이 자살생각으로 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또래괴롭힘 경

험에 해 청소년들이 관계에서 소외되었다고 지각하고 스스로를 무가치하다고 평가하는 인관계내

재화의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이러한 결과는 인관계내재화의 속성을 긍정적으로 변환시켜 보호요인의 역할로 기능하게 할 수

도 있다. 예를 들어, 또래괴롭힘으로 고통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또래관계에서 소속감과 자존감을 부여

해준다면 또래괴롭힘과 학교폭력 등의 피해경험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Ramey, 

Busseri et al.(2010)은 다양한 관여활동(engagement activity)을 통해 자살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연

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하 다. 자살시도한 청소년을 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자살시도를 극복하는 

과정을 살펴본 Bostik and Everall(2007)에 따르면, 자살시도청소년들은 의미있는 사람과 연결되는 것

으로 자기노출을 시도하고, 친 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는 연구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따

라서, 또래괴롭힘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의 인관계욕구를 점검함으로써, 이들이 새롭게 타인과 긍정

적인 상호작용을 시도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 스스로가 가치 있고 잠재력을 가진 중요한 사람으로 

볼 수 있도록 지지함으로써 자기 파괴적인 자살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의 예상과 달리 또래괴롭힘 경험은 절망감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괴롭힘을 겪는 청소년들이 절망감 수준이 높다는 선행연구결과 일치하지 

않는다(Coggan, Bennett et al., 2003; Swearer and Doll, 2001). 이에 하여 Cole(1989)은 청소년들은 

그들이 특별하고 운이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이 자기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

이라는 개인적 우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 다. 절망감이 자살생각의 중요한 예측요인이

지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려는 경향 때문에 통계적으로 절망의 예언력이 감소된다는 Linehan 

et al(1983)의 설명도 이를 뒷받침한다. 또래관계에서 따돌림이나 갈등을 경험한 청소년들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을 비교한 Bonanno and Hymel(2010)의 연구에서도 절망감은 또래괴롭힘과 자살생각

을 매개하지 못하 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또래괴롭힘을 겪는 청소년들은 괴롭힘의 상황이 지속된다고 절망하지 않을지

라도, 또래와의 관계에서 건강하게 기능하지 못하는 자신을 비난하거나 짐이되는 존재라고 내재화한

다는 점이다. 따라서, 또래괴롭힘과 자살생각에서 인관계내재화 과정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살위험을 사정하기위해서 거 한 수의 위험요인을 측정하기보다는 인관계내재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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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스크리닝을 통하여 자살위험에 처한 청소년을 선별하고 이들의 인지-정서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효과적인 개입전략이 될 것이다.

넷째, 본 연구결과에서 인관계내재화는 자살생각에 가장 큰 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

회적 지지체계 내에서 적절히 통합되지 못하고 자신의 중요성에 해 왜곡된 생각을 가질수록 자살생

각을 하게 된다는 결과는 Joiner의 인관계내재화 개념이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살생각에도 적용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인관계-심리이론(Joiner, 2005)에서는 인관계내재화를 죽음의 욕구로 표현하기

도 하 다. 본 연구결과에서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인관계내재화의 향력은 부모의 학 , 또

래괴롭힘, 절망감 중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 자살생각에 인관계내재화가 다른 변인보다 자살생각에 

강력한 향을 미치고 있다는 선행연구결과(Van Orden et al., 2008; Joiner, Van Orden et al., 2009)

를 지지하 다. 자살위험에 처한 청소년의 인관계내재화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최근 인관계에서의 

상실여부와 사회적 지지자원을 점검하고,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타인의 

도움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등을 평가해야할 것이다(Stellrecht, Gorden, Van Orden et al., 2006). 무엇

보다, 청소년들이 경험한 관계를 점검하며, 그들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면 청소년들은 살아있을 중요한 이유를 얻게 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결과에서 절망감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절망

감이 자살생각과 행동을 예측하는 심리적 위험요인으로 보고한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Petti and 

Joiner, 2006; Ellis and Rutherford, 2008). 일부연구에서 청소년의 경우 인지적 요인보다 정서적 요인

이 자살생각에 탁월한 향을 끼친다고 보고하 지만(김현순, 2008), 자신들의 문제에 한 해결책이 

없고 미래에 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절망감은 여전히 자살생각을 설명하는 주요한 기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자살생각에 한 절망감은 상 적으로 낮았다. 자살생각을 설명하는 총효과를 

분석했을 때 학 경험, 또래괴롭힘, 인관계내재화와 절망감 중에서 절망감은 가장 낮은 설명력을 보

다. 오히려, 절망감은 인관계내재화를 매개로하여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임이 확인되었다. 선행

연구에서 절망감은 청소년의 우울과 잠재적 자살에 중요한 지표로 설명되었지만(Dori and Overholser, 

1999),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외부 스트레스환경에 하여 즉시 절망감을 경험한다기보다 주관적

으로 경험되는 인관계내재화를 통하여 절망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즉, 주변체계로

부터 소외되거나 스스로를 부적절하게 지각할 때 청소년들은 절망감을 경험하고 자살생각을 하게 된

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자살을 유발하거나 방지하는 요인으로서 인지적 기제를 강조해

온 이론적 접근(Beck, Steer, et al., 1985)과 일치하며, 인지적 요인의 중요함을 시사한다. 비록 자살생

각에 한 절망감의 향력이 높지 않았지만, 자살관련자들은 인지적 기능이 위축되어 있어서 현실에

서 도피적인 탈출을 시도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절망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청소년자살위험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필요한 척도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의의는 먼저 부모학 와 또래괴롭힘이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를 

분석함으로써 고위험 상황에 있는 청소년의 자살위험을 예방하고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을 탐색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자살연구에서 소개되지 않은 상 적으로 새로운 개념인 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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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화가 자살생각에 중요한 예측요인이며, 부모학 와 또래괴롭힘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매개한다는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관계차원에서 청소년의 자살생각경로를 살펴볼 수 있었다. 임상현장

에서 개입의 초점이 되는 변인들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청소년 자살위험을 사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가 지닌 한계점과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청소

년의 자살생각의 경로를 확인하 는데, 자살에 더욱 향을 미치는 자살시도에 해서는 다루지 못하

다. 인관계내재화를 개념화한 Joiner(2005)는 자살시도가 이루어지기위해서는 자살생각만으로 충

분하지 않으며 자살잠재력이 필요함을 강조하 는데, 본 연구는 횡단연구로서 자살생각에 초점을 맞

추어 모형을 구성하 으므로 자살시도에 이르는 과정을 충분히 포함하지 못하 다. 자살잠재력은 스

스로를 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학 와 같은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거나, 충동적 행동을 반복함으

로써 자살에 한 두려움에 익숙해지는 것을 의미하며, 완결된 자살이 되기 위해서는 길고 긴 예비단

계가 존재한다고 Joiner(2005)는 제안하 다. 추후연구에서는 자살잠재력의 향력을 확인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포함하지 못한 충동성과 자살잠재력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자살생각이 자살시도에 이르는 

경로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살생각에서 시도에 이르는 과정을 종단연구 설계를 통해 

확인한다면 자살의 경로에 한 충분한 이해를 통하여 클라이언트에 따라 전략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의 양적연구로서 자살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가진 청소년 개개인의 심리

적 상태를 반 할 수는 없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자살생각의 경로에 미치는 인관계내재화요인이 

왜 개인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생기는지에 해서는 설명하지 못하 다. 따라서 부모의 학 나 또래

괴롭힘으로 자살생각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을 상으로 질적연구를 실시한다면 이들이 학 나 또래괴

롭힘으로 겪는 심리적 고통과 자살생각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좀 더 도있게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이 살아온 성장과정과 초기기억 등은 관계에서 경험되어지는 심리적 특성을 이해할 뿐 아니라, 

스스로를 죽이거나 생을 끝내기위한 소망에 해 이야기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자살의 경고나 신호까

지 민감하게 파악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부모학 와 또래괴롭힘의 경험을 극복하고 자

살생각을 예방할 수 있는 지점을 확인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연구의 상이 인천지역의 고등학교 청소년으로 한정되어 연구의 결과를 전체 청소년에게 일

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 연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경제수준에서 중간 이상이라고 

답한 상자가 78%에 이르며, 부모와의 동거여부도 80%의 학생들이 부모님 두 분과 함께 살고 있다

고 답하 다. 인천의 전지역을 모두 포함하여 표집하 으나 수도권이라는 특성 때문에 발생한 표본

의 한계라고 생각된다. 최근에는 청소년의 자살이 연령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점

차 저연령화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Mazza and Reynolds, 2008). 앞으로 추후연구

에서는 본 연구의 모형이 고등학생뿐만이 아니라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자살생각에도 적용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연령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보다 폭넓

은 차원에서 전체 청소년을 상으로 한 자살예방 전략을 마련해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인관계내재화 변인은 소속감 결여와 짐이되는 느낌의 변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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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속감 결여와 짐이되는 느낌을 인관계 내재화 변인에 속

한 하위척도로 보고, 단일한 요인으로 고려하여 자살생각과의 인과관계를 다루었지만, 추후의 연구에

서는 소속감 결여와 짐이되는 느낌을 분리하여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

근은 자살위험에 있는 청소년들에 한 풍성한 이해와 함께 개입전략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성별과 경제적 생활수준, 학업성적 등은 자살생각에 유

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살생각에 향을 미치는 성별과 생

활수준 등의 요인을 통제변수로 넣어 분석하 다. 추후연구에서는 성별 여부에 따라 다집단분석과 같

은 정교한 분석을 실시하여 청소년자살에 한 모형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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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Parental Abuse and Peer Victimization

on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The Mediating Pathway of Interpersonal Needs and Hopelessness-

Hong, Na-Mi

(Incheon Youth Counseling Center)

This paper designed a mediating pathways model on how parental abuse and 

peer victimization lead to the development of suicidal ideation through the 

mediating variables of interpersonal needs and a hopelessness. The development 

is sure to help reduce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and, in turn, seek for distinct 

mediating methods to help teens with suicidal ideas. 

To validate the suggested model, this paper administered a questionnaire to 

768 students in their 10th, 11th and 12th grades of high schools in Incheon, and 

then analyzed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before confirming the research 

hypothesis by adopting the tools of SPSS 17.0 and AMOS 18.0.

The result clearly demonstrates that parental abuse i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in developing suicidal ideation. Peer victimization, however, 

had no direct bearing on suicide ideation, only indirectly affecting through the 

mediating variable of interpersonal needs. In addition, peer victimization had 

indirect effects on suicidal ideation through a sequential intervention of variables 

from interpersonal needs to a hopelessness.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is research has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this 

paper analyzed the mediating pathways of youth suicidal ideation resulting from 

parental abuse and peer victimization. The result could possibly help find 

preventive measures and effective mediating approaches to save the lives of 

young people at risk of committing suicide. Secondly, this study proved that the 

interpersonal needs, a relatively new concept hardly introduced in previous 

studies, is a significant predictive factor for suicide ideation, serving as an 

intervening variable of developing suicidal ideation among young people who 

have suffered parental abuse and peer victimization.

Key words: parental abuse, peer victimization, interpersonal needs, hopeles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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