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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청소년 자살과 위험 요인에 대한 연구는 최근 정신건강의

학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경제적 성장과 

발전의 화려한 이면에 2000년 이후에는 전 연령 층에 걸쳐 

자살률 증가 라는 문제를 갖게 되었는데, 청소년 자살률은 

지난 10년 간 꾸준히 증가하여 청소년 연령 사망원인 2, 3위

를 기록해왔고, 2011년에는 청소년 사망원인1위로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KoreaNationalStatis-
ticalOffice 2011). 

청소년의 자살은 향후 생산 연령층의 감소라는 사회적 측

면뿐 아니라, 한 개인의 미래 발전 가능성의 단절과 가족과 

이웃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측정할 수 없는 손실을 가

지고 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

겠다(Mann 등 2005). 그러나, 청소년의 경우 대부분 계획 없

이 흥분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해 하는 경우가 많고(Rod-
ham 등 2004), 그 목적이 ‘죽음’ 자체인 경우보다는 자신의 분

노,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인 경우가 많으며(Hawton

과 Fortune 2009), 자살 의도의 양가적 태도가 많아 예측하기

가 어렵다(Spirito과 Esposito-Smythers 2006). 그러므로 청소

년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행동화할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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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현 등 

높은 군을 찾아 사전에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 자살 위험 군을 찾아내기 위해 자살 위험 요인에 대

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유

전 생물학적 요인, 사회인구학적 요인, 정신과적 문제, 환경

적, 경험적 요인이 대표적이고 이러한 요소들이 한 가지 이

상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Hawton과 Fortune 

2009；Kim 등 2010). 그러나 청소년은 자신의 감정을 직접

적으로 표현하고 들여다 보기보다는 불면증, 피로, 두통, 복

통 등 신체증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흔하고 이들의 정확한 

심리 상태, 다소 대답하기 꺼려할 수 있는 가족사나 스트레

스 상황, 물질 남용 등의 위험요소들은 자세한 면담이 아니

고서는 파악하기 힘들다(Hofmann과 Greydanus 1997). 흔히 

자살 위험 군을 찾기 위해서 개발된 자살 척도들은 직접적

으로 자살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자살에 대한 

질문이 청소년의 자살 위험도를 높인다는 근거는 없다고 하

나(Hawton과 Fortune 2009) 자살에 대한 암시, 사회적인 낙

인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를 이용한 위험군 파악은 사실 어려

움이 많은바, 수면과 같이 간접적이고 객관적 관찰이 가능한 

접근이 관심을 받고 있다(Crisp 등 2000).

수면과 자살의 연관성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

으나 이 두 요소 간의 인과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다. 자

살과 연관된 수면 문제로는 불면증, 악몽, 수면 시간 부족 등

이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수면 장애만으로도 생물학적인 기

전을 통해 자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도 있고 수면이 

우울이나 다른 위험요소들로 인한 결과에 불과하다는 연구

도 있다(Gregory 등 2005；Sjöström 등 2007；Goldstein 등 

2008；Fitzgerald 등 2011；Kohyama 2011；McKnight-Eily 

등 2011；Nadorff 등 2012). 그러나 대부분이 소규모 이거나 

단면적 연구이며 각 연구들의 결과가 너무 달라 그러나 그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지는 못하고 있다. 청소년에서 수면 

문제가 있으면 정신행동적인 위험요소가 동반되어 있을 가

능성이 높다. 수면에 대한 질문은 다른 척도들에 비해 비교

적 접근이 쉬워 자살 위험도를 예측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

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수면에 대한 질문은 자신의 심리적인 

부분을 아직 들여다보기 힘든 청소년들에게서 타인에 의해

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

지 청소년 자살과 수면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국외에서 행해

졌으며. 국내에서는 성인의 수면과 자살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유진 등(Lee 등 2012)

의 한 연구만이 이루어져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고등학생 연령 학생 청소년에서 설문을 통해 

자살 위험 여부에 따른 사회인구학적요인, 심리적 요인과 수

면 요인 들의 차이를 비교하고 자살 위험 행동과 수면 및 여러 

자살 위험 요인들의 상관성을 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청소

년의 자살 위험 행동의 발견에서 수면의 중요성을 검증하고, 

향후 자살 위험이 있는 청소년의 선별과 예방적인 접근에 도

움이 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서울시에 소재한 한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의 1, 2학년 남, 

녀 학생 568명에게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여 이 중 작성

이 미비한 7명을 제외한 561명을 본 연구의 연구대상으로 하

였다. 연구자가 사전에 본 연구의 목적, 내용을 학교측에 충

분히 설명하고, 학교 관계자와 설문지의 검토를 한 뒤 동의

를 구하였고, 설문지 작성 전 고등 학생들에게도 본 연구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학년, 성별 외의 개인적 정보를 알 수 있는 항목은 배제하

였다. 설문지 작성 전, 약 20분 정도에 걸쳐 생명 존중-자살 예

방에 대한 강의를 시행하였고 성의 있는 설문지 작성을 위한 

협조를 구했다.

2. 연구 도구 및 방법

1) 자살 위험 행동 설문지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자살 위험도와 청소년 자살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요소들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존에 알

려진 선별도구들을 토대로 제작되었다. 사회인구학적 요인

과 자살 위험군을 선별하기 위한 자살 위험 행동에 대한 설

문, 학교폭력, 음주, 흡연, 약물남용, 식습관의 변화, 컴퓨터 

중독 등 자살 위험으로 알려진 자기 위해 행동(self-injurious 

behavior) 등이 포함되었다. 

자살 위험군을 선별하기 위한 질문으로 한국판 청소년 자

기행동평가척도(Korean Youth Self Report, 이하 K-YSR)

의 자살 사고에 대한 질문인 91번 문항(‘자살에 대해 생각을 

한다.’)과 자살 행동에 대한 18번 문항(‘고의로 자해행위를 

하거나 자살기도를 한다.’)을 이용하였다. K-YSR은 일반 학

생 청소년이나 지역사회 청소년의 자살 위험을 측정하는 데 

선행 연구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척도로(Kim 2009), 본 연구

의 연구방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였다. K-YSR은 Ahenbach 

(1991)가 개발한 것(Achenbach 1991)을 오경자 등(2001)이 

표준화한 것(Ivanova 등 2007)으로 12~18세 사이의 청소년

을 대상으로 자신의 적응과 정서 및 행동문제에 대해 평가하

는 총 119개의 문항의 3점 척도이다(Lee과 Ha 2008)(0=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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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다, 1=가끔 보인다, 2=매우 심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살 사고와 행동 중 하나라도 경험이 있는 경우를 자살성이 

있다고 보고 ‘1’값을 주고 두 항목 모두 경험이 없는 경우를 

‘0’으로 처리하여 더미변수화 하였다.

학교폭력, 음주, 흡연, 약물남용, 식습관의 변화, 컴퓨터 사

용에 대한 질문은 청소년 정서, 행동발달 선별검사지(AMPQ-

II)의 문항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Bhang 등 2011). 

AMPQ-II는 총 38문항으로 이루어진 4점 척도이며(0=전혀 

아니다, 1=조금 그렇다, 2=그렇다, 3=매우 그렇다) 청소년

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간 자신의 기분, 행동, 생활, 적응 상

태에 대한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학

교 폭력, 음주, 흡연, 약물남용, 식습관의 변화, 컴퓨터의 사용

과 관계된 문항을 변인으로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2)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Likert scale을 이용하여 지난 1개월 동안 자신

의 스트레스 정도를 1점에서 5점사이에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3) CES-D, 우울

우울은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이하 CES-D)를 이용하여 평가했다. CES-D는 Beck 

Depression Inventory와 함께 현재 우울증에 대한 지역사회 

역학연구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표준화된 우울증 선별도구

이다(Hanhn 등 1986；Cho과 Kim 1993). 총 20문항으로 구

성되었으며 지난 7일 간의 우울 증상을 각 문항마다 0점에

서 3점까지 평가하고 총점은 0점에서 60점까지이다(Radloff 

1977). 1993년 조맹제, 김계희에 의해 진행된 연구에서는(Cho

과 Kim 1993) 전 세계적인 절단 점인 16점 이상이 한국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가능한’ 우울 증상군을, 25점 이상에서 DSM-

III-TR의 주요 우울증에 대응하는 ‘명확한’ 우울증 증상을 가

진 군을 선별할 수 있는 절단점이라고 하였다(Cho 등 2001).

4) SCL-90-R 불안, 공격성

Symptom Checklist-90-Revision(이하 SCL-90-R)을 이

용하였다. SCL-90-R은 13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실시 

가능하며 대상자의 인격적 특성이나 장애를 간접적으로 평

가할 수 있으나(Yim 등 1996) 성격 자체보다는 현재의 심리

적 증상을 체크하는 도구로 오늘을 포함한 지난 7일 간의 변

화를 나타낸다. 총 90문항, 9개의 증상 차원에 대해서 평가

할 수 있는 5점 평점척도이며(0=전혀 없다, 1=약간 있다, 2=

웬만큼 있다, 3=꽤 심하다, 4=아주 심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불안에 대한 항목인 2, 17, 23, 33, 39, 57, 72, 78, 80, 86과 

적대감에 대한 항목인 11, 24, 63, 37, 74, 81문항을 사용하였

다. 각 증상차원의 점수의 합을 해당 증상 차원의 문항수로 

단순히 나누는 게 아니라 각 증상 차원 별로 1점 이상에 평정

한 점수의 합을 해당규준, 해당증상차원의 T점수로 직접 바

꾼다. 29세 이하에서 불안, 적대감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

각 0.91(0.67), 0.89(0.70)이었다(Kim 등 1984). 

5) PSQI：피츠버그 수면의 질 척도

수면의 질을 평가하는 도구로써 피츠버그 수면의 질 척도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이하 PSQI)를 사용하였다. 

PSQI는 수면의 질(subjective sleep quality), 수면잠복기

(sleep latency), 수면시간(sleep duration), 수면효율(sleep 

efficiency), 수면장애(sleep disturbances), 수면제 사용(use of 

sleeping medication), 주간 기능장애(daytime dysfunction)

의 7개 범주로 이루어져 있다. 총 1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

었으며 각 문항은 0점에서 3점의 점수를 가진다. 7개의 범주

는 이 19개의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고 지수화 한 것으로 0점

에서 3점까지의 지수를 가진다. 이 7개의 범주의 지수를 합하

면 0점에서 21점의 총 수면지수가 계산된다. 일반적으로 총 

수면지수가 5 이상인 경우 수면의 질이 나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A. John Rush Jr. 2008).

3. 데이터 분석 및 통계

연구 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자살 위험 행동, 심리적 

특성, 수면 문제와 수면의 질 설문 항목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자살 위험군과 비 자살 위험군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이들 

사이의 차이는 성별과 학년에 대해서는 chi-square 검증을, 

나머지 연속변수들에 대해서는 independent t-test를 사용하

였다. 자살 위험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심리학

적 위험 요인들, 자살 위험도와 수면의 질 설문(PSQI) 항목 

점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각각 로지스틱 회귀

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했으며 이를 odds 

ratio(O.R.)와 99% 신뢰구간을 통해 관련성의 정도를 나타냈

다. 비 자살 위험군, 자살 사고군, 자살 시도군의 수면 양상을 

비교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ANOVA, Analysis of variance)

을 사용하였다. 통계 프로그램은 SPSS 18.0을 사용하였고 유

의수준은 0.01을 선택했다. 

결      과

1. 자살 위험 행동 

본 연구 대상인 고등학생 청소년 561명 중 46명(8.1%)의 

학생들이 지난 6개월 동안 실제적인 자살 위험 행동(자해행

위, 자살시도)을 하였다고 보고 하였고, 181명(32.4%)은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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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은 하지 않았으나 자살 사고의 경험을 보고하였다. 334

명(59.5%)은 자살사고, 자살 위험 행동 경험이 없다고 보고하

였다. 자살 사고나 자살행동 경험을 보고한 학생 227명(40.5%)

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는 ‘자살 위험군’으로, 그렇지 않은 334

명(59.5%)은 ‘비 자살 위험군’으로 구분하기로 하였다.

2. 자살위험 군과 비 자살위험 군 사이의 인구학적 특성과 

자살 위험 요인들의 비교 

자살 위험군과 비 자살 위험군 사이의 인구학적 특성과 위

험요인들의 차이는 Table 1에 제시되었다. 전체 대상자들 중 

여학생은 290명(51.7%)이고 남학생은 27명(48.3%)였으며 1

학년은 285명(50.8%), 2학년은 276명(49.2%)이었다. 자살 위

험군과 비 자살 위험군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자살 위험군이 

여학생에서 129명(44.5%)이고 남학생에서98명(36.2%)으로 

여학생이 조금 더 많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 

0.045). 학년에 따른 차이는 1학년에서는 111명(38.9%), 2학

년에서는 116명(42.0%)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457). 

사회인구학적 자살 위험 행동요인인 음주, 흡연, 약물남용, 

식이변화, 컴퓨터의 사용, 학교 폭력은 자살위험 군과 비 자

살위험 군 간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심리적 

자살 위험 요인에서는 우울, 불안(p＜0.001), 공격성(p＜0.01)

에서 두 군간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스트레스에서는 자살 군

에서 더 높은 점수가 관찰되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p=0.144).

3. 자살 위험군과 비 자살 위험군 간의 피츠버그 수면의 

질 설문(PSQI) 변인 비교 

자살 위험군과 비 자살 위험군 간의 PSQI 7개의 범주의 

지수, 총 수면 지수, 수면 시간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는 Table 

1에 제시되었다. 주관적 수면의 질, 수면 잠복기, 수면 시간, 

수면 효율성, 수면 방해, 수면제 사용, 낮 동안 기능장애, 총 

수면 지수 등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

되었다(p＜0.001). 

Table 1. Demographic data, suicidal risk factors and PSQI score between suicidal risk group and nonsuicidal risk group

Total (N=561) Suicidal (N=227) Nonsuicidal (N=334) p
Demographic data, N (%)

Gender Female 290 (51.7) 129 (44.5) 161 (55.5) 0.045
Male 271 (48.3) 098 (36.2) 173 (63.8)

Grade 1st 285 (50.8) 111 (38.9) 174 (61.1) 0.457
2nd 276 (49.2) 116 (42.0) 160 (58.0)

Risk factors, Mean±SD
Behavioral Alcohol (0-3)* 00.14±0.46 00.26±0.63 00.06±0.27 0.000

Smoking (0-3)* 00.12±0.49 00.20±0.68 00.06±0.28 0.000
Drug abuse (0-3)* 00.01±0.15 00.03±0.23 00.00±0.00 0.000
Eating problem (0-3)* 00.23±0.57 00.36±0.67 00.15±0.47 0.000
Computer (0-3)* 01.54±0.74 01.68±0.84 01.44±0.65 0.000
School violence (0-3)* 00.23±0.56 00.38±0.72 00.13±0.39 0.000
Bullying [N (%)]* 035 (06.2) 025 (71.4) 010 (28.6) 0.000

Psychological Depression (CES-D)* 14.98±8.57 19.47±9.53 11.94±6.23 0.000
Anxiety (SCL-90-R)* 01.43±0.58 01.62±0.67 01.23±0.40 0.000
Aggression (SCL-90-R)* 01.57±0.77 01.79±0.83 01.38±0.66 0.007
Stress (1-5) 03.20±1.08 03.71±0.91 02.85±1.05 0.144
Sleep duration (hours) 05.77±1.36 05.64±1.23 05.85±1.43 0.068

PSQI components & total score, Mean (SD)

Component 1. Subjective sleep quality* 01.75±0.95 02.04±0.86 01.56±0.96 0.000
2. Sleep latency* 00.60±0.69 00.84±0.77 00.44±0.57 0.003
3. Sleep duration* 01.63±0.82 01.77±0.88 01.53±0.77 0.002
4. Habitual sleep efficiency* 00.36±0.78 00.44±0.87 00.30±0.72 0.000
5. Sleep disturbances* 00.26±0.48 00.42±0.58 00.16±0.37 0.000
6. Use of sleeping medication* 00.01±0.15 00.03±0.23 00.00±0.00 0.000
7. Daytime dysfunction* 01.07±0.81 01.46±0.82 00.81±0.69 0.000
Total PSQI score* 05.68±2.84 06.99±2.97 04.79±2.38 0.000

Gender, grade, Bullying : by chi-square test/others : by independent T test. * : p＜0.01. N : number, CES-D : The Center for epidemi-
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SCL-90-R : Symptom checklist 90 revised, PSQI :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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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살 위험과 자살 위험 요인들 간의 상관성 

자살위험요인과 사회 인구학적, 심리적 자살위험 요인들 

간의 상관성을 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Table 2). 이 요인들 중 스트레스(OR=1.699；1.147≤99% CI

≤2.519), 우울(OR=1.069；1.007≤99% CI≤1.136)이 유의

하게 자살 위험성을 증가시켰다.

5. 자살 위험과 피츠버그 수면의 질 설문(PSQI) 각 범주 

간의 상관성 

자살위험요인과 피츠버그 수면의 질 척도(PSQI)의 각 범

주 값이 자살에 미치는 위험도를 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되었다. PSQI 7개 범주 

중 수면 잠복기(OR=1.647；1.08 2≤99% CI≤2.506), 낮 동

안 기능장애(OR=2.580；1.787≤99% CI≤3.726)가 자살위험

성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6. 비 자살 위험군, 자살 사고군과 자살 시도군의 주관적 

수면요인 비교

자살성(suicidality)은 자살하려는 상태 또는 자살생각과 

행동의 전 스펙트럼을 포함한 용어이다(Lee 등 2009). 최근 

많은 자살 예방 연구들이 자살의 인지적 측면과 행동적 측

면을 모두 반영하는 개념으로 자살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고 있으나 저자는 과거 문헌들을 참고하였을 때 자살 사고

가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 사이에는 경계가 존재할 것으로 생

각되었다(Cheung과 Dewa 2007；Johnston 등 2009；Kim 

2009). 저자는 이 경계에 수면이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

각하였고 이에 추가적으로 자살 위험군을 자살 사고만 보인 

군과 자살을 행동화 한 군으로 나누었다. 이를 ‘자살 사고군’

과 ‘자살 시도군’이라고 정의하고 비 자살 위험군, 자살 사고

군, 자살 시도군 세 군의 주관적 수면 요인을 비교해보았다.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되었다. 유의수준 0.01에서 각 군의 

sleep latency(SL), PSQI 중 수면 효율을 제외한 모든 범주

와 총 수면 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p＜0.01).

  

고      찰

본 연구 대상인 고등학생 청소년에서 자살 사고를 보인 

군은 32.4%, 자살 행동을 시도한 군은 8.1%로 2002년 우리

나라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한 자살 위험연구에서 나타난 

30.7%, 5.3%(Cho 등 2002), 2006년 보고된 질병관리본부의 

연구결과인 23.4%, 5.5%(Choi과 Seo 2011)과 비교하여 높

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K-YRS 척도는 자살 사고와 자살 행

동에 대해 0, 1, 2로 심한 정도를 나타내고 있어 처음 분석 당

시 이 정도에 따라 세 군으로 나누어 분산 분석을 시행해보았

으나 자살사고, 행동 모두에서 2(매우 심하다)에 포함되는 대

상 군의 수가 너무 적어 그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에 의문을 가

지게 되었다. 본 연구는 실제 자살의 유무가 아닌, 일반 청소

년의 자살 예방을 위한 예비 연구로 자살성을 갖고 있는 사

람을 선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므로 과거 본 연구와 

같은 척도를 이용한 자살 연구(Kim 2009)를 참고하여 자살 

위험군과 비 자살 위험군으로 분류하였다.

Table 2.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99% confidence intervals) for suicidality and suicidal risk factors

Risk factors OR (99% CI) p
Behavioral Alcohol (0-3) 2.67 (0.64-11.17) 0.076

Smoking (0-3) 0.73 (0.22-2.47) 0.507
Drug abuse (0-3) 0.00 (0.00) 0.999
Eating problem (0-3) 0.89 (0.48-1.62) 0.957
Computer (0-3) 1.49 (0.95-2.34) 0.024
School violence (0-3) 1.50 (0.94-2.17) 0.075

Psychological Stress (1-5)* 1.70 (1.15-2.52) 0.001
Depression (CES-D)* 1.07 (1.01-1.14) 0.004
Anxiety (SCL-90-R) 1.65 (0.69-3.93) 0.142
Aggression (SCL-90-R) 1.09 (0.62-1.90) 0.699

* : p＜0.01. CI : confidence index, CES-D :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SCL-90-R : Symptom checklist 
90 revised

Table 3.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99% confidence intervals) 
for suicidality and PSQI score

PSQI components OR (99% CI) p
1. Subjective sleep quality 1.34 (1.00-1.80) 0.010
2. Sleep latency* 1.65 (1.08-2.51) 0.002
3. Sleep duration 1.02 (0.71-1.48) 0.878
4. Habitual sleep efficiency 1.02 (0.71-1.47) 0.901
5. Sleep disturbances 1.14 (0.62-2.11) 0.571
6. Use of sleeping medication 0.00 (0.00) 0.999
7. Daytime dysfunction* 2.58 (1.79-3.73) 0.000

* : p＜0.01. CI : confidence index, PSQI : Pittsburgh sleep qual-
i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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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위험행동 설문지 상의 자살 위험요인들은 스트레스 

척도를 제외한 모든 요인들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

는 선행 연구들에서도 자살 위험요인으로 검증된 요인들로, 

이전 연구 결과와 일치했다(Smith과 Crawford 1986；Brent 

등 1988；Joffe 등 1988；Dubow 등 1989；Kashani 등 1989；

Liu 2004).

PSQI설문의 경우, 모든 범주 값에서 자살 위험군과 비 자

살 위험군 사이의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자살위험 군

에서는 총 수면지수가 평균 6.99(±2.97)로 전반적인 수면의 

질이 5점 이상인 경우 수면이 질이 나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는 기존 결과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A. John Rush Jr. 2008), 

자살 위험군이 비 자살 위험군에 비해 수면의 질이 나쁘다

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 성인 주요우울장애 환자

들을 대상으로 한 자살위험성과 수면의 질의 상관성 연구 

결과(Aĝargün 등 1997) PSQI 범주 중 주관적 수면의 질, 수

면 잠복기, 수면 시간, 수면 효율성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

던 것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 대상 군은 모두 비 임상군인 일

반 학생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전 PSQI 범주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 대상 고등학생 청소년들의 평균 

총 수면시간은 5.8시간으로 과거 국내외 다른 청소년 연구에

서 보고된 6~9시간에 비하여 상당히 짧았다(Joo 등 2005；

Fitzgerald 등 2011；Lee 등 2012). 이는 짧은 수면 시간이 자

살 위험도를 높인다고 보고했던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Fitzgerald 등 2011；Kohyama 2011) 본 연구 집단이 기존 연

구 되었던 집단들에 비해 보인 높은 자살 사고, 자살 행동과 

관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살 위험요인과 자살 위험성의 인과관계를 보기 위한 로

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에서는 스트레스, 우울만이 독립적 

인과관계를 보였고 그 외 알코올, 흡연, 약물, 식이문제, 학교 

폭력, 불안, 공격성은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본 연

구에서 선택된 자살 위험요인들은 모두 기존의 연구들에서

(Ayyash-Abdo 2002；Kim과 Kim 2008；Chung과 Joung 

2012)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요인들이나 이러

한 결과는 서로 영향력이 높은 변인들끼리 함께 통계처리를 

한 결과로 생각된다. 

PSQI점수와 자살위험성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수

면 잠복기, 낮 동안 기능 장애가 유의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역시도 각 범주들

끼리의 상관성이 높은 편이라 이에 대해서는 차후 연구 시 보

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비 자살 위험군, 자살 사고군과 자살 시도군의 수면 양상 비

교에서 자살 시도군으로 갈수록 수면 잠복기가 연장되고 수

면 효율을 제외한 PSQI의 모든 범주, 총 점수는 증가되는 소

견이 관찰되었다. 청소년들에게 수면 장애는 사고력, 집중력, 

수행능력, 기분 등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우울증, 물질남

용 등의 정신과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Liu 

2004；Liu과 Buysse 2006). Leotta 등은 실험적 연구에서 수

면 박탈을 경험한 소아 청소년들에게 분노, 슬픔, 두려움 등 

부정적 정서가 증가되는 것을 관찰한 바 있고(Leotta 등 1997) 

Wong 등(Wong 등 2010)은 소아기의 수면 장애가 Response 

inhibition을 악화시켜 충동 조절의 어려움, 인지적 결함을 가

지고 올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것이 청년기의 물질 남용, 알

코올 문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Joiner 등의 연

구에서도 수면이상이 충동 조절의 어려움, 무가치감을 초래

Table 4. Subjective sleep estimates of non-suicidal group, suicidal idea group and suicidal behavior group

Mean F p Multiple comparison
a. Non-
suicidal 
(N=334)

b. Suicidal 
idea 

(N=182)

c. Suicidal 
attempt 
(N=45)

Total 
(N=561)

TST 05.62 05.41 05.11 05.51 03.081 0.047
TIB 06.16 06.00 05.55 05.06 03.890 0.021 a ＞c
SE 91.41 89.54 90.91 90.76 01.179 0.308
SL* 14.30 19.47 19.82 16.42 06.609 0.001 a＜b

PSQI total* 04.79 06.68 08.24 05.68 54.471 0.000 a＜b＜c
PSQI components

1. Subjective sleep quality* 01.56 02.03 02.07 01.75 18.300 0.000 a＜b＜c
2. Sleep latency* 00.44 00.76 01.16 00.06 32.133 0.000 a＜b＜c
3. Sleep duration* 01.53 01.74 01.87 01.63 05.965 0.003 a＜b＜c
4. Habitual sleep efficiency 00.30 00.46 00.38 00.36 02.430 0.089
5. Sleep disturbances* 00.16 00.33 00.78 00.26 39.853 0.000 a＜b＜c
6. Use of sleeping medication* 00.00 00.00 00.13 00.01 18.330 0.000 a＜c
7. Daytime dysfunction* 00.81 01.36 01.87 01.07 62.404 0.000 a＜b＜c

* : p＜0.01. TST : total sleep time, TIB : time in bed, SE : sleep efficiency, SL : sleep latency, PSQI :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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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제시한 바 있고(Joiner Jr 등 2005) 생물학적으로는 세로

토닌 활동성의 감소가 자살성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수면 유

도, 렘수면, Slow wave sleep(SWS) 유지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Ursin 2002；Mann 2003；Pivac 등 2008). 과거 

연구에서 언급했듯 자살 사고는 분명 자살 시도의 위험요인

이나 자살 사고를 가진 청소년들이 모두 자살을 시도하는 것

은 아니다(Liu과 Buysse 2006). 자살 시도로 이어지는 데에

는 그 순간의 충동성, 정서적 취약함이 영향을 줄 것이고 본 

연구 결과에 나타난 자살 사고군과 자살 시도군의 수면 양상

의 차이를 생각해보았을 때 이러한 취약성을 가진 군을 발

견해 내는 데 수면 장애가 하나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본다. 

Aĝargün과 Beisoglu(Agargun과 Beisoglu 2005)는 자살 시

도력이 있는 우울증 환자들에게서 주관적 수면의 질의 저하, 

수면 잠복기의 증가, 수면 시간의 저하, 수면 효용성의 저하 등

을 관찰한 바 있고 Dahl 등(Dahl 등 1990)은 자살 시도자들이 

대조군에 비해 렘수면잠복기(REM sleep latency)가 지연되

어있음을 뇌파 검사를 통해 확인한 바 있는데 본 연구 결과

는 주관적 결과이긴 하나 수면 잠복기와 PSQI의 수면 효율

을 제외한 모든 범주가 유의하게 나왔다. 

과거 자살과 수면에 대한 청소년 연구들이 수면을 한 두 문

항으로만 평가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수면을 PSQI라는 객관

적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여러 각도에서 평가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그러나 본 연구는 첫째, 특정 지역의 특정 

학교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전체 청소년

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를 일반화 하기에

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높은 응답률을 보인 점,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3학년을 제외한 점, 대상 학교가 그 지역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중상위권의 아이들이 모인 집단이라는 점을 고

려하면 이러한 제한점이 어느 정도 보완될 것이라고 생각되

며 인구학적 자료나 자살위험요인에 대한 결과가 이전 연구 

결과들과 상당히 일치한다는 면에서 어느 정도 대표성이 있

을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이 연구는 자가 보고식으로 진행

된 단면 연구로 한 시점에서 조사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객관적인 결과가 아니며 회상으로 인한 오류의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고, 보고된 결과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에

는 어려움이 있다. 셋째, 이 연구는 정신과적 과거력을 확인

하지 않아 다른 질환으로 인한 영향을 통제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향후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청소년 자살은 그 예방이 시급하나 청소년 자신과 보호자 

모두가 언급을 꺼리고 민감하게 여겨 접근하기 어려워 위험

군 평가와 관리가 더욱 힘들다. 본 연구의 결과가 수면이 자

살의 원인인지 혹은 다른 문제들의 결과인지를 보여주지는 

못했으나 자살 위험군들은 비 자살 위험군들에 비해 수면의 

모든 범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두드러진 주관적 불편감

을 호소하고 있었고, 비 임상군인 학생 청소년에서 이러한 결

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주목할 만 하다. 또한 오히려 주관적

인 보고라는 점이 대다수의 선별검사가 자가 보고식으로 이

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할 때 오히려 강점이 되지 않을까 한다. 

자살 위험군 선별 시 주기적인 수면평가가 추가되어 이를 통

해 선별된 위험군의 관리, 보호자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 진다

면 이들 자살 위험군의 선별과 그 예방적 접근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더불어 이들에게 정신과적 평

가 및 관리가 이루어 진다면 더욱 자살 예방에 도움이 될 것

이라 생각된다. 향후 더 보완, 수정된 연구가 이루어져 청소

년 자살예방사업에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요      약

목  적：수면 문제는 지속적으로 성인의 자살 위험 요인으

로 보고되어왔고 최근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그 가능성

이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과거의 자살 행동 유무에 따라 

대상군을 분류하여 이들 사이의 자살위험요인과 수면양상

을 비교하고 자살위험요인으로써의 수면의 가능성을 평가해

보았다.

방  법：고등학생 561명(남 271명, 여 290명)을 대상으로 

자살위험행동 체크리스트,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y-

Depression(CES-D), Symptom Checklist-90-Revision 

(SCL-90-R) 불안, 공격성 하위척도, Pittsburg Sleep Quality 

Index(PSQI)가 시행되었다. 

결  과：46명(8.1%)이 자살시도 목적으로 자기 위해 행동

을 한 경험이 있었고, 181명(32.4%)은 자살사고 경험만을 보

고했다. 334명(59.5%)은 과거 자살위험행동(사고, 시도)을 보

이지 않았다. 자살 위험군은 학교 폭력, 물질남용, 인터넷 중

독, CES-D, SCL-90-R, PSQI에서 비자살 위험군에 비해 유

의하게 점수가 높았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자살위험

행동은 우울, 스트레스와 상관성을 보였고, PSQI에서는 수

면 잠복기, 주간기능장애에서 상관성을 보였다. 일원분산분

석(ANOVA, Analysis of variance)에서는 자살 시도군에서 

수면 잠복기의 연장, PSQI 지수의 증가가 가장 심하게 관찰

되었다.

결  론：수면문제는 청소년군의 자살위험행동과 높은 연

관성을 보인다. 특히 수면 잠복기, 주간기능장애가 자살위험

행동의 중요한 인자일 것으로 여겨진다. 추후 부모, 교사, 의

료인들에 의한 청소년의 수면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관리

를 권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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