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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간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를 파악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0년 5월부터 8월 사이에 청소년 399명을 대상으로 전국 10개 도시에서 설문조사를 하였다.주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첫째,청소년의 스트레스는 자살생각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희망은 자살생각과 부적인 상관

관계를 나타냈으며 스트레스가 희망보다도 자살생각에 더 높은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둘째,청소년의 자살생

각은 2점이 되지 않아 낮은 편이라 할 수 있고 스트레스는 중간수준이며,희망인 경로사고와 주도사고는 보통 이상

의 수준이었다.셋째,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희망의 경로사고와 주도사고가 매개되었다.즉 스

트레스로 인해 자살생각이 높다 해도 경로사고와 주도사고가 높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살생각은 낮았

다.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자살생각에 서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나타난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여고생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간의 관계에서 주도사고는 매개효과가 검증되었으나 경로사고는 검증되지 않았다.청소년의 자

살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언하였다.

주제어 : 자살생각,매개효과,희망,주도사고,경로사고,소벨테스트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hope between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of 

adolescents. For the study, 399 adolescents were surveyed at 10 cities of Korea from May to August in 2010. 

Main results of the study were in the followings. First, it was found out that stress of adolescent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uicidal ideation, hope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suicidal ideation, and stress 

influenced more suicidal ideation than hope. Second, suicidal ideation of adolescents tended to be low, stress 

was in the middle level, and agency and pathways thinking of hope was higher than middle level. Third, it 

was proved that agency and pathways thinking of hope was mediated between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of 

adolescents. Lastly, for the female adolescents living in the metropolitan and large cities, only agency thinking 

of hope was mediated but pathways thinking was not mediated. Policy implications for preventing and 

decreasing adolescent’s suicide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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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청소년의사망원인 자살이남녀학생모두에서1

를 차지하고 있다는 도 문제이나,무엇보다도 자살생

각이나 자살시도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1]는 것이 가장

큰 사회 문제이다.특히 청소년의 자살은 충동 이라

는 에서 자살의 염성이 높은데,청소년 통계조사[2]

에의하면청소년의8.8%가자살을생각해본 이있는

것으로나타났다.청소년의자살은미래사회를이끌어가

야하는세 층의인구감소만이아니라우리사회에미

치는 효과가 상당하고 이는 우리사회의 경제 ,정

신 측면에도 부정 인 향을 미치는 사건이다.

무엇보다도 청소년기의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는 그

이후의 생애과정에도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에서

그 심각성이크다.Reinherz,Tanner,Berger,Beardslee,

Fitzmaurise[3]은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자살생각간의

계에 한종단연구를통해,15세때자살생각을한집단

은 그 지 않은 집단에 비해 성인기 때의 자살생각만이

아니라우울,문제행동이높았고,자존감과 인 계망도

낮았다는 을 밝혔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변수를 검증하는데 연구의 목

을 두었다.

청소년기의 자살은 성인이나 노인과는 달리 상당히

충동 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청소년은 인지 ·정

서 으로매우불안정하고미성숙한상태이며[4],정서

인 불안정으로 인해 충동 으로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

다[5][6].이러한 을몇몇의학자는[7][8]청소년의자살

이 스트 스나 어려움을 회피하려는 충동이나,심리

고통을 호소하는 방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따라서 청

소년의충동 인자살생각에 향을미치는요인을 악

할뿐아니라,자살생각을조 해 수있는변인을 악

하는작업은우리사회의정신건강의측면에서 요할것

이다.

청소년에 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는 스트

스에 심을 가졌다.스트 스는 질병의 원인이 될 뿐

만 아니라 질병의 과정과 결과에도 향을 주고,지속

인 스트 스 상황은 여러 가지 신체 ,심리 인 문제를

유발하게 되는데[9],Baumeister[10]은 자살충동에 이르

는 인과과정이 궁극 으로는 스트 스로부터 시작한다

고 가정하 다.즉 기 상황과 실상황에 괴리가 존재

하면 그로부터 스트 스가 유발되고 그 스트 스가 몇

단계를거쳐자살충동을유발한다는것이다[11]. 한스

트 스 취약성 이론에 의하면 취약성이 높은 개인은 어

떤 사건이나 스트 스에 견디는 힘이 어서 자살할 가

능성이 높으며,반 로 취약한 요인이 은 사람은 심한

스트 스에도 잘 응한다[12].Wilson등[13]도 자살을

시도한 청소년은 자살시도 몇 주 혹은 몇 달 에 심

각한스트 스를경험했고스트 스사건의통제정도를

부정확하게 평가했다고 하 다.

의 청소년은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스트 스 요

인이많다.성장과정에나타나는부모자녀 계의의사소

통의 단 [14][15],학교 내의 비행[16]이나 집단 따돌림

[17],진로[18]나 학교 스트 스[19],학업스트 스

[15][20]등스트 스원이많은것으로알려져있다.이처

럼 여러 스트 스 상황에 당면한 청소년이 합리 이고

정 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자신이 처한 실을 도

피하려는수단으로자살생각을하게되며[21],경험 연

구[11][22-26]에서도 청소년의 스트 스는 자살생각의

험요인이었다.

이와 같은 연구가 청소년 자살생각의 험요인으로

스트 스의 향력을밝히는데 을두었다면다른한

편에서는 스트 스와 자살생각을 조 혹은 매개할 수

있는변인을밝히는시도가이루어지고있다.이지연,김

효창, 명효[27],Rudd[28]의연구에서는스트 스와자

살생각간의 계에서 청소년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매개 인역할을하는것으로나타났고,Cheng[29]의연

구에 의하면 스트 스는 무망감,낮은 자존감,문제해결

등의 조 변인을 통해 자살생각에 향을 미쳤다.이처

럼 선행연구자들은 자살생각의 매개 혹은 보호요인으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자존감의 효과를 검증하 는데

본 연구에서는 희망의 매개효과를 검증해보는데 연구의

을 두었다.

희망이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 다양한 경

로를 모색하고,이러한 경로를 활용하는 동기를 생성하

는 목표지향 인 사고이다[30]. Snyder,LaPointe,

Crowson, Early[31]은 희망을 경로사고(pathway

thought)와 주도사고(agencythought)로 나 어 설명하

는데,경로사고는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해 다양

한 방법/경로를 찾아내고 활용하는 것,주도사고는 목표

달성을 해이런경로를사용할수있는자신의능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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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각을 의미한다.

청소년에게 희망은 자신과 타인을 해 존재하는

정 인 미래에 한 신념이자 편안한 마음과 삶을 유지

시키는 것으로[32]살기 한 정 인 원동력이라고 할

수있다.따라서,스트 스에직면한상황에서가장힘이

되는자원은자신이소유하고있는희망[33]이며,스트

스와 기에 한 효과 인 반응의 한 요소로서 신체 ,

정신 인 방어를 강화[34]시키는 힘이 있다.희망이 높

은 사람은 도 이며,실패보다는 성공에 을 맞추

고,목표 달성에 한 가능성을 많이 지각하며 정 인

정서 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30][35].

물론 그간 스트 스 상황에서 희망의 정 인 역할

에 심을가져온연구들이있다. 를들면, 학생을

상으로 한 진승하[36]는 스트 스가우울에미치는 향

력이희망에의해조 된다고하 고,조 주[37]도희망

이문제를 정 이고합리 으로해결하는데도움을주

고 생활스트 스를 조 한다고 하 다. 한 장정 [38]

도 생활스트 스가 증가할 때 신체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조 효과를 보 다고 보고하 다.

이처럼 희망과 련된 개념이나 이론 주장,경험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스트 스에 처한 청소년이

이러한스트 스로인해자살생각을하는과정에서희망

은 안을 찾고 신체 정신 인 방어를 강화하고, 정

인 정서 상태를 유지하게 함으로서 매개 인 역할을

할것으로기 된다.즉,희망수 이높은사람은장애물

에 착했을때 안 인방법을찾아낼수있는능력이

있기때문에[39-41]스트 스로인한자살생각에서도희

망은보호 인역할을할것이다.따라서그간학문

심이부족하 던청소년자살에서희망의 정 인역할

을 악함으로서, 재우리사회에서 염병처럼확산되

고있는청소년의자살을감소시킬수있는방안을제시

할 필요성이 있다.

본연구에서는청소년의스트 스와자살생각에서희

망의 매개효과를 악하는데 연구의 목 이 있다.이러

한목 을달성하기 하여첫째,청소년의스트 스,자

살생각,희망의상 계는어떠한가?둘째,청소년의스

트 스와 자살생각과의 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는 어

떠한가?셋째,스트 스가높고자살생각이많은청소년

집단에서희망의매개역할은어떠한가?이다.본연구의

결과는 날로 증가되는 청소년자살을 방하고 감소시킬

수 있도록 정책 실천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자료수집절차

본 연구에서는 성별,연령,거주지를통한할당표집을

실시하 다.즉, 국 10개 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에 재학 인 청소년 500명을 상으로 하여 2010년 5월

부터 2010년8월사이에설문조사를실시하 다.학교를

통해 교사가 설문조사자로 활동하 으며,설문조사결과

무응답이 많은 설문을 제외하고,최종 으로 청소년 399

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 다.

2.2 측정도구

본연구에서사용한측정도구는모두5 Likert형척

도이며 수가 높을수록 그러한 경향이 높은 것을 의미

한다.

2.2.1 자살생각

청소년의 자살생각은 Harlow등[42]에 의해 개발 된

SuicideIdeationScale척도를 김형수[43]가 번안한 5문

항 척도를 사용하 으며,신뢰도인 Cronbach’salpha는

.92로 높았다.

2.2.2 스트레스

청소년의 스트 스는 한국어 스트 스 측정도구인

BEPSI-K(Brief Encounter Psychosocial Instrument

-Korean)를 사용하 다.‘정신 으로나 육체 으로 감당

하기힘들다고느낀 이있다’등의5문항으로구성되었

으며,신뢰도 Cronbach'salpha값은 .85이다.

 2.2.3 희망

청소년의 희망은 Snyder,Harris,Anderson,Holeran,

Irving,Sigmon[44]이 개발하고,Venning,Eliott,Kettler

와Wilson[45]이청소년에 용하기 해수정한희망척

도(HopeScale)를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 다.이 척

도는 ‘나는 열성 으로 나의 목표를 추구한다’,‘나의 과

거경험은미래를 한 비이다’등의총12문항으로구

성되었다.12문항 4문항은 주도사고이고,4문항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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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고이며,4문항은 허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주도

사고의신뢰도Cronbach'salpha값은.79이고,경로사고

는 .83이다.

2.3 청소년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남자청소년 197명(49.4%),여자 청소년 202명(50.6%)

이고루분포되어있으며,학교 분포는 학생이161명

(40.4%),고등학생이238명(59.6%)으로고등학생의수가

약간 많았다. 한 이들의 연령 분포는 만 12～19세이었

으며, 학생의평균연령은만13.7세(SD=1.0)이고,고등

학생의 평균연령은 만 17.0세(SD=0.8)로 나타났다. 한

거주지를 보면 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163명

(41.1%)이고, 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169명

(42.6%),농 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65(16.4%)로 도시에

비해 농 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낮았다.마지막

으로 청소년의 가족형태를 보면 핵가족인 경우가 293명

(73.4%)으로확 가족이나한부모가족,조손가족에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4 자료분석

자료는 변인간 상 계 악을 해 상 분석,변인

의 일반 경향 악을 해 기술통계,그리고 인구사회

학 특성에따른평균차이를분석하기 해평균비교분

석(t-test,ANOVA)을 사용하 다.그리고 매개효과 검

증을 하여Baron과Kenny[46]의매개효과검증 차

에 따라 계 회귀분석(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 으며,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통

해 종속변인에 미치는 간 효과에 한 유의도 검증을

해 Sobel’stest[47]를 활용하 다.

3. 연구결과

3.1 주요 변인의 상관분석 및 기술통계

청소년의 스트 스,자살생각,희망 간의 상 계를

악하기 하여 Pearson의 상 분석을 실시하 다.그

결과 Table1과 같이 스트 스는 자살생각과 정 상

계(r=.504,p<.01)를보인반면희망의하 역인주도

사고(r=-.250,p<.01)와 경로사고(r=-.184,p<.01)와는 부

상 계를보 으며,스트 스와자살생각이스트

스와희망간의상 계보다약2배가까운효과(effect

size)를보 다(Cohen,1992).그리고자살생각은희망의

주도(r=-.292,p<.01) 경로사고(r=-.228,p<.01)와유의

미한 부 상 계를 나타냈다.

<Table 1> Correlation matrix and descriptive 

statistics of study variables(N=399)

1 2 3 4

1.Stress 1

2.Suicidal

ideation
.504

**
1

3.Agency

thinking
-.250

**
-.292

**
1

4.Pathways

thinking
-.184** -.228** .726** 1

M 2.96 1.80 3.26 3.31

SD .94 .96 .72 .72

**p<.01

기술통계 분석 결과 청소년의 자살생각은 1.80 으로

낮은편이었고스트 스는 앙값인3 에약간뭇미치

는 2.96 이었다.희망은 경로사고와 주도사고가 각각

3.31 ,3.26 으로 앙값이상인보통수 이상이었다

(Table1).

3.2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에서 희망

의 매개효과

청소년의 스트 스와 자살생각에서 희망의 매개효과

를 악하기 하여 계 회귀분석과SobelTest를실

시하 다.

Table2와Figure1에서보는바와같이1단계에서스

트 스가 주도사고를 유의미하게 측하 고(F=26.419,

p<.001),2단계에서도 스트 스가 자살생각을 유의미하

게 측하 다(F=134.862,p<.001).3단계에서 스트 스

와주도사고를동시에투입하 을때이들두변인이자

살생각을유의미하게 측하 으며(F=78.369,p<.001),3

단계 스트 스의 표 화 계수(β)값이 2단계 .504에서

.460으로 감소하 다.따라서 청소년의 스트 스와 자살

생각과의 계에서 주도사고의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낫

으며,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통해 종속변인에 미치는

간 효과에 한 유의도 검증 결과(Sobeltest:Z=3.943,

p<.001)도유의미한것으로나타나매개효과가검증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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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DV B SE β R
2

F Sobel'stest

Stress Agencythinking -.192 .037 -.250*** .063 26.419***

3.943
***Stress Suicidalideation .488 .042 .504*** .254 134.862***

Stress

Agencythinking
Suicidalideation

.448 .043 .460***
.284 78.369***

-.224 .056 -.177***

Stress Pathwaysthinking -.141 .038 -.184*** .034 13.947***

2.903
**Stress Suicidalideation .488 .042 .504*** .254 134.862***

Stress

Pathwaysthinking
Suicidalideation

.466 .042 .479***
.273 74.303***

-.177 .055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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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Regression analysis on suicidal ideation for total samples 

IV DV B SE β R2 F Sobel'stest

Stress Agencythinking -.178 .060 -.221** .049 8.812**

2.529**
Stress Suicidalideation .609 .075 .526*** .276 65.272***

Stress

Agencythinking
Suicidalideation

.547 .074 .472***
.332 42.164***

-.348 .093 -.241***

Stress Pathwaysthinking -.101 .055 -.138 .019 3.299

1.547
Stress Suicidalideation .609 .075 .526*** .276 65.272***

Stress

Pathwaysthinking
Suicidalideation

.586 .075 .506***
.297 35.875***

-.229 .103 -.145*

**p.<01

<Table 3> Regression analysis on suicidal ideation for selected samples 

한 Table2와 Figure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

회귀분석 1단계에서 스트 스가 경로사고를 유의미하게

측하 고(F=13.947,p<.001),2단계에서도 스트 스가

자살생각을 유의미하게 측하 다(F=134.862,p<.001).

3단계에서스트 스와주도사고를동시에투입하 을때

이들 두 변인이 자살생각을 유의미하게 측하 으며

(F=74.303,p<.001),3단계에서 스트 스의 표 화 계수

값이 2단계에서의 .504에서 .479로 감소하 다.따라서

청소년의 스트 스와 자살생각과의 계에서 경로사고

의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으며,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통해 종속변인에 미치는 간 효과에 한 유의도 검증

결과(Sobeltest:Z=3.943,p<.001)도유의미한것으로나

타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Agency

thinking

Stress Suicidal

ideation

-.250 -.370

.50

[Figure 1] The relationship among stress, 

agency thinking, and suicidal 

ideation

Pathways

thinking

Stress Suicidal

ideation

-.184 -.289

.50

[Figure 2] The relationship among stress, 

pathways thinking, and suicidal 

ideation 

한편스트 스,희망,자살생각이성별,학교 ,거주지

에따라취약한청소년집단이구별되는지를평균비교분

석을통하여 악하고이러한집단에서스트 스와자살

생각과의 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악하

다.평균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의 성별과 학

교 ,거주지에 따라서 자살생각,스트 스,희망에서 부

분 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다.여자 청소년의 스트

스가남자청소년에비해높았고,고등학생이 학생에

비해 자살생각과 스트 스가 높은 반면 희망은 낮았다.

한 농 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도시 도시에 거

주하는청소년에비해자살생각과스트 스는낮고희망

은높았다.즉,도시와 도시에거주하는여학생들이자

살생각에 취약한 집단으로 나타났으며,이들 청소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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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희망의매개효과를규명하기 하여 계 회

귀분석을 실시하 고 그 결과는 Table3과 Figure3에

제시하 다.먼 스트 스와자살생각과의 계에서주

도사고와 경로사고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주도사고

의 부분매개효과는 검증되었으나(Sobeltest:Z=2.529,

p<.01)경로사고의 매개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Sobel

test:Z=1.547,p>.05).즉,주도사고는스트 스와자살생

각과의 계에서자살을감소시키는매개역할을하는것

으로나타났으나경로사고는그러한역할을하지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gency

thinking

Stress Suicidal

ideation

-.221 -.346

.61

[Figure 3] The relationship among stress, 

agency thinking, and suicidal 

ideation for selected samples

4. 결론 및 논의

본연구에서는청소년의스트 스와자살생각에서희

망변인의매개효과를 악하는데연구의목 이있었다.

이를 해 국 10개 지역에서 설문조사를 하 으며,최

종 으로청소년399명의 자료를분석에 이용하 다.매

개효과를 악하기 해 SPSSWIN21.0과 SobelTest

를 이용하여 검증하 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심으로 요약하면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스트 스는자살생각과정 상 계를보인반

면주도사고와경로사고와는부 상 계를보 으며,

스트 스와 자살생각의 효과가 희망과 자살생각간의 효

과보다 높았다.그리고 자살생각은 희망의 주도 경로

사고와유의미한부 상 계를나타냈다.스트 스가

희망보다도 자살생각에 더 많은 효과를 미치는 이유는

스트 스와자살생각은인과의 계가높기때문으로해

석할수있다.반면희망은동기화된상태를의미하는개

념이기때문에상 으로자살생각에미치는 향은

을 수 있다.따라서 청소년들의 스트 스 감소는 자살

방을 한매우직 인 책인반면희망증진은스트

스를 극복하고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동기부여를

한 책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청소년의자살생각수 은낮은편이었나스트

스는 보통수 이고,희망은 보통 이상 수 이었다.따라

서 정신건강에서 가장 부정 이라 할 수 있는 자살생각

의 수가 2 (그 지 않다)보다 낮은 수 이기 때문에

최근 증하는청소년의자살로사회 우려가가 되고

는있으나본연구결과 반 인청소년의자살 험정도

는 낮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서론에서도 밝힌 바와 같

이 청소년의 자살은 한 사회구성원의 감소만이 아니라

장기 으로 봤을 때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자살수 이높은청소년을찾아내고이들의자살

생각을 낮추기 한 국가 ,사회 노력만이 아니라 학

교 장과 가정 내에서의 주의가 필요함을 다시 강조하

고자한다. 재청소년의자살을막기 해사회의다양

한분야에서센터를설립하고정책 원회를발족하고

여러 가지 로그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그럼에

도불구하고증가하는청소년자살은우리사회의어두운

일면이다.이러한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해서라도 청

소년의자살생각을낮출수있는방안에 한노력이강

화되어야 하며,개별 인 면담을 통해서 그리고 자살생

각이높은청소년의주변 인 계망을통해서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청소년의스트 스와자살생각간의 계에서희

망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즉 청소년의 스트 스로

자살생각이높아지지만주도사고 경로사고가높은청

소년의경우에는그 지않는청소년에비해자살생각이

낮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스트 스에 처하는방법에

도희망수 이높은사람과낮은사람간에차이를보인

다는 Snyder,Lapointe,Crowson,&Early[31]의 주장을

고려해 보면 청소년에게 삶에 한 희망을 고취시켜

으로서스트 스에 해 처할수있는방법을찾게하

고이를통해자살생각을감소시킬수있을것으로보인

다.즉,희망의 하 요인인 경로사고는 바람직한 목표에

한하나 는그이상의효과 인방법을찾으려는사

람의 지각된 능력이며,주도사고는 바람직한 목표 달성

을 해 찾아낸 경로를 따라 활동을 시작하고 지속하는

지각된 능력을 의미[31]하기 때문에 스트 스 상황에서

스스로 처방안을찾고주변의도움을구할수있는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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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강화시킴으로서자살생각을감소시킬수있을것이

다.

넷째,청소년의성별과 학교 ,거주지에 따라서 자살

생각,스트 스,희망에서 부분 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다.여자 청소년의 스트 스가 남자청소년에 비해

높았고,고등학생이 학생에비해자살생각과스트 스

가높은반면희망은낮았다. 한농 에거주하는청소

년이 도시 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비해 자살

생각과 스트 스는 낮고 희망은 높았다.따라서 자살생

각에취약한청소년집단을 상으로스트 스와자살생

각간의 계에서희망의매개효과를검증한결과주도사

고는 매개효과가 검증되었으나 경로사고는 매개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즉 도시와 소도시에 거주하는 여학

생 청소년집단은 목표설정과 련된 주도사고가 높으면

자살생각을감소시킬수있지만목표도달을 한수단과

방법을 의미하는 경로사고를 높인다고 해서 자살사고를

감소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도시와

소도시에 거주하는 여학생을 상으로 자살사고를 감소

시키기 해서는 스트 스의 감소와 더불어 주도사고를

높여주는 것이 요하다.

끝으로 후속연구를 한 제언을 하면 본 연구는 학교

에재학 인 고생만을 상으로하여연구하 는데추

후연구에서는자살노출이더높은학교밖청소년을

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비행

이 연령화 상을 보이고 있어 등학생을 상으로

한 자살 연구 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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