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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  8차 데이타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65세 이상 노인의 문제음주 수 이 우울과 자아존

감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주요 분석결과를 보면, 먼  문제음주 수 은 자살생각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울감은 문제음주수 과 자살생각 간의 

계를 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문제음주는 자아존 감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나서 자아존 감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회귀계수의 부호를 통하여 문제음주수 이 높을수록 

자아존 감이 낮아진다는 부(-)  계의 가능성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 로 노인의 문제음주에 

한 책 마련과 함께 노인자살에 한 보다 체계 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을 제시하 다.

ABSTRACT

In this study, 8th Korea Welfare Panel data surveys utilizing 65 years  age or older,  problem drinking analyzed the impact on 

suicidal thoughts as a medium for depression and self-esteem. In the main analysis, First, Problem drinking appears to influence the 

level of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of suicidal thoughts. Second, Depression was found to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ull level of problem drinking and suicidal thoughts. Third, Problem drinking was found not appear to be significant influence on 

self-esteem is not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However, the higher level of problem drinking,  the  lower level of 

self-esteem, through the sign of regression coefficient is negative (-) potential of the relationship was confirmed. These results 

suggest that more systematic research is necessary for the elderly suicide with preparing for the elderly of problem drinking.

키워드

ProbleM Drinking, Depression, Self-Esteem, Suicidal Thoughts

문제 음주, 우울, 자아 존 감, 자살 생각.

Ⅰ. 서  론

의료기술의 발달로 향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

인 인구 비율이 2030년 기  24.6%로 상되면서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도래하고 있다[1]. 그런데 

비되지 않은 고령화 사회에서 심각한 사회문제  

http://dx.doi.org/10.13067/JKIECS.2015.10.10.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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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  하나가 노인 자살이며[2], 이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족 친구 등 사회 체의 병리 인 

문제이다. 

2014년 OECD Health Data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

라의 자살률은 체 회원국 33개국  2003년 이후 

2012년까지 10년 연속 1 를 차지하 다. 2011년 기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33.3명에서 2012년 

29.1명으로 다소 낮아졌지만, OECD평균 자살률 12.1

명 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3-4].

한편 2012년 한국노인 자살률은 10만 명당 69.8명

으로 15-64세 자살률 27.4명보다 2.5배 높았으며, 60

 42.8명, 70  74.4명, 80  103.8명[5]으로 나이가 

들수록 높은 수치를 보 고 특히 80  이후 높은 수

치를 나타냈다. 노인의 자살시도는 다른 연령층에 비

해 실제 자살로 이어지는 비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6-7].  

우리나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미국의 사

례연구를 본다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살률이 증가되

었고 65세 이상 노인들의 자살률이 가장 높았으며, 특

히 후기 노인층(75세 이후)으로 갈수록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 볼 때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8-9].

자살은 자살생각(suicide ideation)으로부터 시작하

며, 자살이 행동이라면 자살생각은 념이다. 노인의 

자살생각은 자살과 이어질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자살생각을 연구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10]. 

이러한 자살생각을 외 으로 악하기란 매우 어렵

지만, 요한 지표  하나는 문제음주를 측정하는 것

이다. 일반 으로 음주량은 나이가 들수록 어들지만 

우울이나 자살에 음주가 미치는 향은 70세 이상 노

인에게 특징 으로 높아진다는 사실이 기존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이 경 외[11]의 문제음주와 자살 간

의 련성에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에게 문제음주가 우울감과 함께 자살생각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우울은 다른 연령 군에 비해 노인에게 발생

률이 높은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의 가장 험한 인

자이다[12].

이에 김형수[13]는 고령 사회의 노인의 문제음주

는 우울, 자살 등 제2차 행동의 험요인으로 이어져 

 다른 심각한 사회문제로 두될 것임을 시사했다. 

기존 연구에서도 노인 자살과 문제음주 간 유의한 

련성을 보고하고 있다[8], [14].

 그러나 더욱 심화되고 있는 노인자살의 요성에 

비추어 이에 한 체계 인 연구와 개입 방안에 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고, 제시된 이론  연구들 간의 연

계성과 통합성도 매우 미진한 편이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 체를 포함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고, 그 증에서

도 노인자살의 향요인을 문제음주로써 연구하는 선

행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노인의 문제음주는 정신 , 

신체 으로 기능의 하뿐 아니라, 만성질환의 심화, 

우울 증상 악화 등 심각한 향을 주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한 연구는 희소한 상태이다[15]. 

특히 노인들의 문제음주가 실제 자살생각으로 이어

지는 매개과정에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며, 

우리나라 노인의 배우자 유무와 음주와 우울의 계

[16] 연구는 특정 범 의 표본을 상으로 분석하여 

일반화의 한계가 존재한다. 한,  따라서 표성 있

는 연구표본을 상으로 이러한 주제를 다룬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  8차 데이타 조사자료(DB)

를 활용하여 65세 이상 노인의 문제음주수 이 우울

과 자아존 감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일반화가 가능한 규모 데이

타를 바탕으로 문제음주가 자살생각으로 이르는 과정

인 측면을 검증한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를 가

진다.

Ⅱ.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술한 이론  논의를 바탕으로 문

제음주수 이 자살생각에 미치는지를 검토하고, 우울

과 자아존 감이 문제음주와 자살생각의 계에서 매

개효과를 가지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 인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이러한 연구모형에 기반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 노인의 문제음주 수 은 자살생각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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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우울감은 문제음주 수 과 자살생각 간을 

매개할 것이다. 

가설 3. 자아존 감은 문제음주 수 과 자살생각 

간을 매개할 것이다.

depressi

on

drinking 

problum 

suicidal 

thought

self-

esteem.

그림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2.2 연구 상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

회연구원에서 2013년도에 조사하여 2014년도에 발표

한 제8차 한국복지패 (Korea Welfare Panel) 자료이

다. 한국복지패 은 2006년부터 9차에 걸쳐 발표된 서

울을 포함한 7개 역시와 제주도를 포함한 9개 도의 

가구를 상으로 국 으로 1년에 1회 진행하는 패

조사로서 표성 있는 종단조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 조사에 참여한 상자 

17,984명  65세 이상으로서 음주와 련된 1639명 

에서 주요 연구변수가 결측값으로 나타난 표본들을 

제외하고 총 1601명을 상으로 분석하 다. 

2.3 변수의 정의  척도

2.3.1 독립변수 : 문제음주

독립변수인 문제음주 수 의 척도로 한국복지패  

8차에 제시된 변수인 AUDIT 10문항의 합산 수를 

사용하 다. AUDIT은 지난 1년간 문제음주 수 을 

측정하기 해 WHO에서 개발한 알코올 사용장애검

사(The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 지표이다. 

AUDIT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

난 1년간 개인이 경험한 음주빈도와 양, 알코올 의존

역, 음주와 련된 문제의 세 역으로 나 어 측정

되었다(해로운 음주에 한 3문항, 알코올의존에 한 

3문항, 험한 음주에 한 4문항). 0 ~4 까지 5  

척도로 평가하 고, 이들 10개의 변수의 값을 합산하

여 총 이 높을수록 문제음주 수 이 높은 것으로 

단하 다.

WHO의 AUDIT 수별 평가방법은 8  이상을 알

코올에 한 의존성이 있고 험하고 해로운 음주라

고 평가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은 8 에서 15

 사이의 수는 험한 음주를 이기 한 간단한 

상담이 필요하고, 16 ~19  사이의 수는 략 인 

상담과 지속 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20  이상은 

알코올 의존에 한 진단 인 평가를 넘어선 치료가 

필요하다고 평가하 다. 

2.3.2 종속변수 : 자살생각 

종속변수인 자살생각은 ‘지난 한 해 동안 자살하는 

것에 해 진지하게 생각한 이 한번 이라도 있습니

까?’ 라는 질문으로 측정하 다. 1(=자살생각 했음), 

0(=자살생각 안 했음)으로 코딩하여 분석하 다. 

2.3.3 매개변수 : 우울, 자아존 감 

한국복지패녈조사에서 사용한 우울 측정도구는 

Radloff(1979)가 개발한 우울척도인 CESD-11(: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의 11문항

이다. 배성우와 신원식[17]이 CES-D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을 통해 최종 으로 4가지 요인(‘신체행동

둔화’, ‘우울감정’ ‘ 인 계’ 궁정  감정‘)으로 구조화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매개변수

인 우울은 4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11개 문항의 합

산 수로 측정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자아존 감 척도는 Rosenberg(1965)가 개발한 척

도를 병제(1974)에 번안한 것을 배지연의 연구에서 

사용하 고, 정  문항 5개 문항, 부정  문항 5개 

문항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4  Likert 척도로서 

부정  문항(3,5,8,9,10)은 역코딩하여 10개 문항의 합

산 수 평균값을 사용하 다. 수가 높을수록 자아존

감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2.3.4 통제변수 : 인구사회학  요인

통제변수는 연구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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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성별, 연령, 학력, 건강상태, 경제활동상태이다. 

이  명목척도로 측정된 성별과 경제활동 상태는 더

미변수화 하여 사용하 다. 구체 으로 성별(1=남성, 

0=여성), 경제활동상태(1=경제활동 함, 0=경제활동 안

함)으로 더미변수화 하여 회귀분석에 사용하 다. 학

력과 연령  건강상태(역질문 문항)는 연속형 변수

로서 분석에 사용하 다.

2.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제음주수 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해 SPSS 20.0을 사용하여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실시했으며, 문제음주 수 이 우울과 

자아존 감에 미치는 향은 다 회귀분석을 통해 검

증하 다. 

한편 우울과 자아존 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해서 Baron & Kenny[18]가 제시한 통계  분석모형

을 사용하 다. 매개효과 검증은 세 단계를 거친다. 

첫째, 독립변수(문제음주 수 )가 종속변수(자살생각)

에 유의한 향을 미쳐야 한다. 둘째, 독립변수(문제

음주 수 )가 매개변수(우울, 자아존 감)에 유의한 

향을 미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수(문제음주 

수 )와 매개변수(우울, 자아존 감)을 동시에 투입한 

상태에서 매개변수(우울, 자아존 감)가 종속변수(자

살생각)에 유의한 향을 미쳐야 한다. 이때 첫째 단

계와 마지막 단계의 독립변수(자살생각)의 유의성을 

비교해 보아야 하는데, 종속변수(자살생각)에 한 독

립변수(문제음주 수 )의 유의한 표 화계수(β)가 매

개변수(우울증, 자아존 감)가 도입됨으로써 유의하지 

않게 되면 완 매개(full meditation), 표 화계수(β)가 

감소하지만 여 히 유의한 경우에는 부분매개(partial 

meditation) 계가 성립된다고 해석한다.

Ⅲ. 연구결과

3.1 연구표본의 특성과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의 특성과 주요 변수의 기

술통계는 표 1과 같다.

표 1. 표본의 특성과 기술통계

Table 1. Sample characteristics and technology statistics  

Vari

able
category N %

a
male 531 33.2

female 1070 66.8

b

Not schoos 283 17.7

Elementary 601 37.5

Middle school 287 17.9

High school 303 18.9

College 13 .8

University 95 5.9

Master 16 1.0

Dr,p 3 .2

c

Very not health 46 2.9

Not health 483 30.2

usually 475 29.7

good health 564 35.2

very health 33 2.1

d
non-economic 777 48.5

economic 824 51.5

e
no 1538 96.1

yes 63 3.9

a; sex, b; education, c; health condition, d; economic 
activity status, e; suicidal thought.

Vari

able

maxi

mum

mini

mum
M SD

a 65 98 74.96 6.43 

b 10.00 40.00 14.66 4.86 

c 13.00 38.00 19.41 3.38 

d 1.00 3.40 2.23 0.30 

a; age, b; drinking problum level, c; depression, d; 
self-esteem.

3.2 상 계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인의 상 계를 살펴

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의 상 계 분석결과를 



노인의 문제음주 DB 정보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향 : 우울과 자아존 감의 매개효과를 심으로

 1201

보면, 문제음주와 우울 간에는 정(+)의 상 계가 나

타나고 있으나 문제음주와 자아존 감, 자살생각과는 

유의한 상 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2.  상 계 분석결과
Table 2. Correlation results

 a b c d e f g h i

a 1 　 　 　 　 　 　 　 　

b .013 1 　 　 　 　 　 　 　

c
.361*
*

-.229
**

1 　 　 　 　 　 　

d
.187*
*

-.157
**

.235*
*

1 　 　 　 　 　

e
-.155
**

.252*
*

.001
-.157
**

1 　 　 　 　

f
.436*
*

-.139
**

.098*
*

.154*
*

-.116
**

1 　 　 　

g
-.182
**

.119*
*

-.186
**

-.317
**

.134*
*

-.056
*

1 　 　

h .047
-.135
**

.137*
*

.079*
*

-.120
**

.026
-.072
**

1 　

i -.048 -.005 -.001
-.091
**

.093*
*

.021
.284*
*

-.039 1

**. 상 계수(Pearson)는 0.01 수 (양쪽)에서 유의

*. 상 계수(Pearson)는  0.05 수 (양쪽)에서 유의

a; sex, b; age, c; education, d;health condition, e; 
economic activity status, f; drinking problum level, g; 
depression, h; self-esteem, i; suicidal thought.

3.3 문제음주수 과 자살생각 간 우울과 자아존

감의 매개효과

3.3.1 가설 1의 검증

성별, 연령, 학력, 건강상태, 경제활동상태를 통제한 

상태에서 문제음주수 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향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가 아래의 표3과 

같다. 분석모형의 합성은 χ2=32.163(p<.001)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문제음주 수 은 자살생각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p(b)=1.063, p<0.05). 이는 문제음주수 이 1단  

늘어날수록 자살생각은 1.063배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

다. 따라서 문제음주가 자살생각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라는 가설 1은 채택되었다. 가설1에 한 로지

스틱 회귀 분석은 식(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ogit(E)=β1A+β2B+β3C+β4D+β5F+β6G+εi.     (1) (1) (1)

여기서 E는 자살생각, β1~β6 은 표 화계수, εi은 

오차를 나타낸다.

표 3.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Table 3.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Vari

able
B S.E, Wals p Exp(B)

a -.916 .298 9.457 .002 .400**

b -.638 .337 3.576 .059 .528

c .020 .022 .793 .373 1.020

d .104 .102 1.034 .309 1.109

e .494 .151 10.752 .001 1.639**

f .061 .027 5.164 .023 1.063*

constant -43.363 42.625 1.035 .309 .000***

 N =1601, Chi-Square =32.163***
 -2log Likehood =498.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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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economic activity status, b; sex,
c; age, d; education, f; health condition, 

g; drinking problum level.

3.3.2 가설 2의 검증

성별, 연령, 학력, 건강상태, 경제활동상태를 통제한 

상태에서 문제음주가 우울감에 미치는 향을 다 회

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가 아래의 표2에 제시되어 있

다. 독립변수 에서 범주형 변수인 성별과 경제활동

상태는 더미변수를 만들어 사용하 다. 

다 회귀분석 결과 모형의 합도를 나타내는 F값

은 40.500으로 p<.001 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13.2%이었다. 분석결과, 문

제음주 수 은 우울에 유의하게 정(+)의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음주의 회귀계수는 β

=0.058(t=2.197, p<.05)로서 문제음주수 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는 표 4

와 같다. 한 여기에 사용한 가설 모형에 한 회구 

분석수식을 식(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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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β1A+β2B+β3C+β4D+β5F+β6G+εi

여기서 H는 우울감, β1~β6는 표 화 계수, εi은 

오차를 나타낸다.

표 4. 다 회귀분석 결과

Table 4.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Vari

able

non-sc sc

t p

Collinearit

y

B SE β
Tolera

nce
VIF

a -.868 .205 -.121
-4.241*

**
.000 .671 1.491

b -.466 .168 -.069
-2.781*

*
.005 .887 1.128

c -.025 .013 -.047 -1.868 .062 .844 1.185

d -.179 .064 -.074
-2.787*

*
.005 .773 1.294

e .983 .090 .268
10.898*

**
.000 .901 1.109

f .040 .018 .058 2.197* .028 .778 1.285

cons
-tant

65.86825.868 2.546* .011

 R2=.132, F=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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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ex, b; economic activity status, 

c; age. d; education, f; health condition, g;drinking problum 
level.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문제음주수 이 자살생

각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밝 져 Baron & 

Kenny[16]의 첫 번째 단계는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어서 독립변수인 문제음주 수 이 우울에 미치

는 향을 검증하기 해 다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

과, 문제음주수 이 우울을 유의하게 측하고 있어서 

Baron & Kenny[18]의 두 번째 단계도 성립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문제음주 수 과 자살생각 간의 계에

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해 성별, 연령, 학

력, 건강상태, 경제활동상태를 통제한 상태에서 문제

음주수 과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향을 로지스

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가 아래의 표5에 제시되

어 있다. 분석 모형의 합성은 χ2=100.373 (p<.001)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Table 5.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Vari

able
B S.E, Wals p Exp(B)

a -.760 .311 5.958 .015 .468*

b -.439 .355 1.524 .217 .645

c .028 .023 1.435 .231 1.028

d .148 .110 1.796 .180 1.159

e .133 .162 .676 .411 1.142

h .042 .029 2.103 .147 1.043

g .251 .030 67.849 .000 1.285***

constant -63.178 44.695 1.998 .158 .000

 Chi-Square = 100.373*** /  N =1601

 -2log Likehood =43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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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economic activity status, b; sex,  
c; age. d; education, f; health condition, 
g;drinking problum level. h; depression.

분석결과, 문제음주 수 은 자살생각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Exp(b)=1.063, p<0.05), 이는 문제음주수 이 1단  

늘어날수록 자살생각은 1.639배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

다. 한 우울은 자살생각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Exp(b)=1.285, 

p<0.001), 문제음주수 은 자살생각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변화하 다. 따라서 우울감은 문

제음주수 과 자살생각 간의 계를 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채택되었다. 

3.3.3 가설 3의 검증

자아존 감이 문제음주와 자살생각 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 3을 검증하기 해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과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 다. 

문제음주가 자살생각과의 계는 이미 유의한 것으

로 검증되었으므로, 문제음주와 자아존 감 간의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고, 그 결과는 아래의 표6에 제시

되어 있다.

다 회귀분석 결과, 문제음주는 자아존 감에 유의

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문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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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 이 높을수록 자아존 감이 낮아진다는 부(-)  

계(β=-0.006)의 가능성은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Baron & Kenny[18]의 매개효과 성립의 제조건이 

결여되어 자아존 감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나서 가설3은 기각되었다. 

표 6. 다 회귀분석결과

Table 6.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Vari

able

non-sc sc

t p

Collinear

ity

B SE β
Toler

ance
VIF

a -.009 .019 -.014 -.478 .632 .671 1.491

b .060 .016 .099
3.799**

*
.000 .885 1.129

c .004 .001 .080 2.999** .003 .843 1.186

d .025 .006 .118
4.240**

*
.000 .772 1.296

e -.009 .008 -.026 -1.011 .312 .901 1.110

f .000 .002 -.006 -.201 .841 .778 1.285

cons
-tant

-5.151 2.423 -2.125* .034

 R2=.040, F=1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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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ex, b; economic activity status, 
c; age. d; education, f; health condition, 

f; drinking problum level.

Ⅳ. 연구결과의 요약  결론

이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  8차 데이터 조사자료

를 활용하여 65세 이상 노인의 문제음주수 이 우울

과 자아존 감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 연령, 학력, 건강상태, 경제활동상태를 통

제한 상태에서 문제음주수 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향

을 분석한 결과, 문제음주 수 은 자살생각에 통계 으

로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문제음주 수 과 자살생각 간의 계에서 우

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해 성별, 연령, 학력, 건

강상태, 경제활동상태를 통제한 상태에서 문제음주수

과 우울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자살생각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우울은 자살생각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문제

음주수 은 자살생각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변화하 다. 따라서 우울감은 문제음주수 과 자

살생각 간의 계를 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아존 감이 문제음주와 자살생각 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해 우울의 매개

효과 검증과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문

제음주는 자아존 감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자아존 감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만 회귀계수의 부호를 통하여 문제음

주수 이 높을수록 자아존 감이 낮아진다는 부(-)  

계의 가능성은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재 더욱 심화되고 있는 노

인자살의 요성에 비추어 이에 한 체계 인 연구

와 개입 방안에 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편이며, 그

간에 제시된 이론  연구들 간의 연계성과 통합성도 

매우 미진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표성이 있는 

규모 데이타를 바탕으로 문제음주가 우울을 강화시

킴으로서 자살생각을 증 시키는 과정 인 측면을 일

부 규명 하 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기

존 연구들이 부분 특정 범 의 표본을 상으로 분

석하여 일반화의 한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노인 체를 상으로 이러한 주제를 다룬 연구는 매

우 부족한 실정에서 본 연구결과가 다소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 한다. 

둘째, 노인의 자아존 감 하는 자살과 무 하지 않

다는 견해가 유력하지만 이에 한 국내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편이어서 일반화가 가능한 데이터를 상으로 

추가 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에 한 분석결과

를 제시하 다는 에서  다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결과는 노인의 문제음주에 한 책 

마련과 이에 한 홍보  지속 인 리를 통하여 

노인자살에 한 극 인 연구와 강력한 방 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을 시사하고 있다. 한. 자살생

각이나 의도에 향을 미치는 원인에 한 면 한 규

면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단된다[19]. 본 연구가 

향후 자살 방 책에 도움이 되는 기 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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