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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청소년들의 부 응  완벽성향과 집단따돌림 피해가 자살 생각에 미치는 융합  향과 

그 과정에 있어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매개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 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해 ⋅ ⋅고등

학교에 재학 인 1,395명의 청소년을 상으로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부 응  

완벽성향은 자살 생각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집단따돌림 피해는 자살 생각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부 응  완벽성향과 자살 생각 간에 있어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와 자살 생각 간에 있어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정 인 역할은 청소년의 기극복능력을 향상시켜 자살 생각을 감소하게 하는 요한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키워드 : 청소년, 자살 생각, 부 응  완벽성향, 집단따돌림, 부모-자녀 의사소통, 융합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onvergence over effects of adolescent's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their experience of school bulling victim on suicidal ideation, and the meditating effect of parents-children 

communication among variables by utilizing the path analysis. Quantitative survey research was conducted 

with 1,395 students attending primary, middle and high school to identify the following the key results. First, 

adolescent's maladaptive perfectionism influenced positively their suicidal ideation but bullying victim not 

influenced their suicidal ideation. Second, adolescent's maladaptive perfectionism directly influenced suicidal 

ideation and its' effect was indirectly mediated by the subjects's parents-children communication.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erience of school bullying victim directly influenced suicidal ideation and its' 

effect was full mediated by the subjects's parents-children communication. In other words, Parents-children 

communication works to enhance their ability of dealing with difficulty which reduces suicidal ideation.

Key Words :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Maladaptive Perfectionism, Bullying Victim, Parents-Children 

Communication,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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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5년 기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원인  고의  

자해, 즉 자살이 인구 10만 명당 7.2명을 차지하여 운수사

고 4.0명, 암으로 사망한 2.9명보다 월등히 높아 사망의 

단일요인으로 1 를 차지하고 있는 상은 2007년 이후 

지속되고 있다[1].

이러한 상은 2013년 기  경제 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에서 우리나라가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29.1명으로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주  건

강상태 즉,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체인

구의 35.1%로 가장 낮은 것과 무 하지 않을 것이다[2]. 

경제 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사망률이 12명, 주

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68.8%로 그 수치를 우

리나라의 수치와 비교해 보면 그 문제의 심각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뒤르 임(E. Durkheim)은 자살을 자신의 행 에 한 

결과를 알고 의도 으로 행하는 행 의 결과에 의해 희

생된 죽음이라고 정의했으며[3], 자살 생각(Suisidal 

ideation)은 자살실행 이 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과정

으로 자살을 시도한 비율은 자살 생각을 많이할수록 높

다[3]. 자살자나 자살시도자를 연구 상으로 하는 연구

는 근성의 어려움이 있고 연구 상자로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등의 이유로 자살 생각의 빈도를 자살행

의 주요 결정인자로 보고 있다[4]. 

청소년 시기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래 문화가 시작되며 래 계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인간 계를 터득하기도 

하고 인성 형성에 있어서 서로 향을 주고받기도 한다

[5]. 한, 청소년 시기의 원만한 교우 계는 자살을 방지

하는데 요한 역할을 하며,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청

소년의 경우가 집단 따돌림의 피해 경험이 많았다[6]. 이

미 선행연구에서 밝힌바와 같이 집단 따돌림의 피해 경

험은 자살 생각에 정(+)의 상 을 가지며[7,8], 청소년 시

기에 가장 요한 학업과 자아존 감에 부정 인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9], 그 향은 청소년 시기를 지나 성인

기에도 지속 인 향을 미칠 수 있는 험성이 있다[8]. 

청소년의 자살문제를 논하면서 사회 환경의 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으나 자살이 개인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특수성 때문에 개인 요인 역시 요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 청소년의 자살 요인  개인 요인

으로 지목되고 있는 부 응  완벽성향과 련된 연구에

서 부 응  완벽성향은 학생들의 스트 스가 자살 생

각에 향을 미칠 때 경로역할을 하며[10], 청소년들의 

부 응  완벽성향이 높을수록 자살에 한 생각도 높다

[11]. 이와 같이 부 응  완벽성향은 자살 생각에 직·간

으로 향을 미친다. 한, 부 응  완벽성향이 강

한 청소년은 자존감이 낮고, 자신의 문제해결 능력을 낮

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인 계를 원활히 이끌어 

가는 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12]. 부 응  완벽

성향과 련된 이러한 문제 역시 자살 생각과 무 하지 

않을 것이라 추론해볼 수 있다. 

청소년은 완 한 독립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

히 부모의 향을 상당히 받는다[5]. 부모의 학 . 방임이 

청소년의 자살 생각에 정(+)의 향을 미치며[13], 역기

능 인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자살 생각에 향을 미친

다[14]. 민주 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모-자녀 의사소통

은 청소년의 자살 생각이나 우울감에 요하게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울을 통해 간 으로 자살 생각에 

향을 미치기도 한다[15,16]. 즉, 역기능 인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자살 생각에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스트

스  우울에 미친 향은 자살 생각을 높여 다. 

지 까지 살펴본 선행 연구에서 교우 계나 학교생활

에서 빈번히 발생될 수 있는 집단 따돌림과 개인 요인으

로 볼 수 있는 부 응  완벽성향이 청소년의 자살 생각

에 요하게 향을 미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한, 부

모-자녀 의사소통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향도 함께 살

펴보았다. 부 응  완벽성향과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이 

자살 생각에 향을 미칠 때 정 인 부모-자녀의사 소

통이 그 험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즉, 청소년의 자살 방을 논함에 있어 부모 역할의 요

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개인 요인인 부 응  완벽성

향과 집단 따돌림의 경험이 자살 생각에 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 각 두 변수와 자살 생각 사이에서 부모-

자녀 의사소통이 경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개인 요인과 학교생활이나 교우 계에서 나

타나는 집단 따돌림의 피해가 자살 생각에 미치는 향

과 이 과정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지니는 경로역할

도 함께 검증하여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

되고 있는 청소년의 자살 방을 한 부모 역할의 요

성과 기타 실천 , 정책  제언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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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연구목 을 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부 응  완벽주의 성향과 집단따돌림 피

해는 자살 생각에 향을 미칠 것인가?

2) 청소년의 부 응  완벽주의 성향과 자살 생각 간

의 계에 있어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매개역할을

할 것인가?

3) 청소년의 집단따돌림과 자살 생각 간의 계에 있

어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매개역할을할 것인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인천 역시, 경기도, 충청

남도에 재학 인 등 5-6학년생, 학생, 고 1-2학년생

인 청소년을 표본으로 설정하여 2016년 5월 15일-6월 9

일까지 설문조사를 했다. 질문지는 자기기입식이며 각 

학교에 재직 인 선생님과 교장·교감선생님께 연구 목

을 설명하고 담임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학생들에게 질

문지를 나 어 주고 회수하 다. 질문내용은 무기명이며, 

연구목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을 최 한 

알려 솔직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권장했다. 표본으로 선

정된 연구 상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하여 농  학

교와 도시 학교를 선택하 다. 등학교는 신도시 학

교와 약간 낙후된 학교를 선정하 다. 고등학교는 도

시와 소도시를 선택하여 표본을 추출하는데 있어 편향

되지 않도록 하 다. 연구 상자는 집락표집 방법을 활

용하여 무작 로 추출하 다. 설문지는 총 2,000부 배포

하고 그  1,800부를 회수하여 90%의 회수율을 보 다. 

회수된 설문지  본 연구에 부합하는 1,395부를 최종분

석에 사용하 다.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에는 ‘남학생’이 865명(62.0%), ‘여학생’이 530

명(38.0%)로 남학생이 약간 많게 나타났으며, 종교는 ‘무

교’가 635명(45.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기독교’가 

521명(37.3%)로 나타났다. 주 인 본인의 성 은 ‘보

통’이 649명(64.5%)을 차지하고 있다. 조사 상자인 청소

년의 가족 구성을 살펴보면,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은 1,202명(8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부모+

자녀 제외)’ 193명(13.8%)이며, 형제 계는 ‘1남 1녀’가 

539명(38.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타‘3자녀 이

상’은 265명(19.0%)을 보여주고 있다. 한, ‘주  경제

수 ’은 ‘보통’이 834(59.8%)명을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잘 

산다’는 318명(22.8%)이며, ‘못 산다’는 175명(12.5%)을 

보여주고 있다. 

2.2 측정도구

2.2.1 자살 생각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살 생각 척도는 Reynolds의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을 Shin의 연구에서 번

안 것을 박병 (2007)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조옥선

(2013)이 재수정한 것을 이용하 다[17-20]. 질문 문항은 

‘자살에 한 구체 인 방법과 계획을 세운 이 있다’, 

‘내가 죽어 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 ‘실제로 자살 시도

한 ’ 등 총 3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질문 문항의 응답범

주는 Likert 5  척도로 ‘  없다 ’1 , ‘어쩌다 한번 한

다’ 2 , ‘가끔 한다’ 3 , ‘자주 한다’ 4 , ‘매우 자주 한다’ 

5  순서로 나타내었다. 자살 생각의 내 일 성인 

Cronbach's alpha값은 .809로 높게 나타났다.

2.2.2 부적응적 완벽성향 척도

부 응  완벽성향은 청소년이 완벽주의를 추구함에 

있어 경험하는 어려움을 의미한다[21]. 본 척도는 정의석

(2011)의 연구에서 수정․보안하여 활용한 척도를 이용

했다[22]. 부 응  완벽성향 척도의 질문 문항 구성은 

‘모든 일에 뛰어나야만 부모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남들이 공부를 더 잘하게 되면 완 히 망했다는 생각이 

든다’, ‘ 재 하고 있는 공부에서 실패하면 낙오자가 될 

것으로 생각 한다’, ‘남들만큼 잘하지 못하면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로 총 5문항이다. 이  탐색  요인분석

결과 요인부하량 값이 .4미만인 문항 ‘부모님은 모든 면

에서 내가 최고가 되길 바란다’는 질문 문항을 제거하고 

총 4문항을 사용했다. 질문 문항의 응답범주는 Likert 5

 척도이며 ‘  그 지 않다’ 1 , ‘약간 그 지 않다’ 

2 , ‘보통이다’ 3 , ‘약간 그 다’ 4 , ‘매우 그 다’ 5  

순서로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수가 높을수록 청소년

은 부 응  완벽성향을 더 많이 추구하는 것을 뜻한다. 

부 응  완벽성향의 내 일 성인 Cronbach’s alpha값

은 .779이다.

2.2.3 집단따돌림 피해 척도

집단따돌림 피해는 두 명이상이 집단을 이루고 다른 

집단을 자신이 포함된 집단에서 소외시킴으로 같은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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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 Min. Max. Mean S.D. Skewness Kurtosis

maladaptive perfectionism 1,395 1.00 5.00 2.466 .866 .248 -.544

bullying victim 1,395 1.00 3.00 1.266 .342 1.702 3.058

parents-children communication 1,395 1.00 5.00 3.295 .923 -.006 -.393

suicidal ideation 1,395 1.00 3.00 1.230 .362 1.738 2.694

Table 1.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의 성원으로서 역할을 제약하고 신체 ․언어 으로 비

난하는 행 를 말한다[22]. 집단따돌림척도는 Austin 

Joseph, Callaghan이 개발한 래로부터의 따돌림 척도

를 바탕으로 곽 주, 이춘재(1999)가 번안⋅수정한 따돌

림 척도를 조옥선(2013)이 재수정․보완하여 부분 으로 

활용한 것을 사용하 다[20,23,24]. 본 연구의 질문 문항

은 총 5문항으로 ‘ 심시간에 소외되어 혼자 있은 이 

있다’, ‘다른 반 친구와도 놀지 못하게 심한 방해를 받은 

이 있다’, ‘나는 다른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이 

있다’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질문 문항의 응답범주는 

Likert 5  척도이며 ‘  그 지 않다 1 , ‘그 지 않

다’ 2 , ‘가끔 한다’ 3 , ‘자주 한다’4 , ‘매우 자주 한다’ 

5 으로 구성되어있다. 수가 높을수록 집단따돌림 피

해를 많이 받고 있음을 나타내며, 내 일 성인 

Cronbach’s alpha값은 .779이다.

2.2.4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

본 척도는 Communication Inventory & Barnes의 

PACI: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이 

개발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를 Kim이 수정 보완

한 것을 본 연구에서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 다[25]. 질

문 문항의 구성은 ‘아버지께 애정 인 표 을 많이 한다’, 

‘어머니와 화가 잘 통한다’, ‘아버지와 화가 잘 통한

다’ 등 총 8문항을 사용하 다. 질문 문항의 응답 범주는 

Likert 5  척도이며 ‘  그 지 않다’ 1 , ‘약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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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5 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수가 높을수록 부모와 자녀가 소통이 잘되고 있는 것을 

뜻하며, 내 일 성인 Cronbach’s alpha값은 .90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WIN21.0과 Amos 21.0을 활용하

여 청소년의 자살 생각과 련된 변수들 간의 양상을 살

펴보기 해 기술통계분석을 실행하 다. 연구모형을 이

루고 있는 주요 변수들 간의 련성을 악하기 해 상

분석을 실행하 으며, 본 연구모형의 합성을 확인하

고 종속변수에 미치는 변수들 간의 향력을 살펴보기 

해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검증하 다. 이를 통해 변수

들 간 경로계수를 확인한 후, 본 연구의 모형의 합도 

지수를 통해 연구모형에 얼마나 잘 부합되는지를 검증하

다. 한, 매개변수의 유의성 검증은 부트스트랩

(Bootstrap) 방식을 이용하여 통계  유의미함을 확인하

다. 

3. 연구결과

3.1 주요 변수들의 기술 통계량 및 상관분석

주요 변수들의 평균과 표 편차를 기술하면 Table 1과 

같다. 먼 , 청소년의 자살 생각의 평균값은 1.230 

(sd=.362)으로 5  척도의 앙값인 3보다 매우 낮게 나

타났다. 다음으로 부 응  완벽성향의 평균값은 2.466 

(sd=.866)이고, 따돌림 피해의 평균값은 1.266(sd=.342)이

며,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평균값은 3.295(sd=.923)로 나

타났다.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수  자살 생각과 집

단따돌림 피해의 평균값은 앙값에 비해 매우 낮으며,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평균값은 앙값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자살 생각과 집단따돌

림 요인의 평균이 상 으로 낮은 원인은 조사 상자가 

청소년의 이탈 집단이 아니라 일반 청소년 집단으로 구

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경로 분석을 실행하기 에 본 연구의 주요변수들이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는지 악해야 한다. 이를 해 왜

도와 첨도를 분석하면, 왜도는 값이 3보다 작고, 첨

도 한, 값이 10보다 작아 정규분포를 이루어,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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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model
name of fit index X2 df p SRMR CFI RMSEA

index 2718.275 224 .000 .056 .819 .089

Final model
name of fit index X

2
df p SRMR CFI RMSEA

index 1236.668 127 .000 .046 .901 .079

Table 3. Goodness-of-fit statistics

변수들로 경로 분석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 간의 상 분석을 검토하기 

해 실시한 Pearson의 률상 분석 결과 값은 Table 2와 

같다. 부 응  완벽성향은 청소년의 자살 생각(r=.313, 

p<.01), 집단따돌림 피해(r=.205, p<.01)와 정 인 상

계를 보여주며, 부모-자녀의사소통(r=-.211, p<.01)과는 

부 인 상 계를 나타내고 있다. 집단따돌림 피해는 

부모-자녀 의사소통(r=-.179, p<.01)과 부 인 상 계

를 보여주며, 자살 생각(r=.160, p<.01)과는 정 인 상

계를 이루고 있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자살 생각

(r=-.238, p<.01)과 부 인 상 계를 보여주며, 이는 통

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variable
coefficient 

1 2 3 4

1 1

2 .205** 1

3 -.211** -.179** 1

4 .313
**

.160
**

-.238
**

1

Table 2.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p<.01, 1= maladaptive perfectionism, 2= bullying victim, 

3= parents-children communication, 4= suicidal ideation

3.2 연구모형 검증분석 결과

3.2.1 측정모형 분석

측변수들이 잠재변수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 알아

보기 하여 확인  요인분석을 실행하 다. 이를 해 

잠재변수인 청소년의 자살 생각, 부 응  완벽성향, 집

단따돌림 피해, 부모-자녀 의사소통 등을 포함한 측변

수들의 확인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한 측정모형의 결과 

값은 Table 3과 같다. 본 연구의 기측정모형의 분석결과 

X2=2718.275, df=224, p=.000, SRMR=.056, RMSEA=.089, 

CFI= .819 등의 값을 보여주어 모형의 합도의 CFI 값

이 .9보다 낮아 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 측정모형

의 CFI 값을 .9 이상의 값을 갖도록 하기 해 표 화계

수 값이 .4미만인 값과 설명력이 낮은 문항을 제거하고 

모형을 재정립하 다. 수정측정모형의 분석결과, 

X2=1236.668, df=127, p=.000, SRMR=.046, RMSEA=.079, 

CFI=.901 등의 값을 나타내어 모형의 합도가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요인부하량 값은 모두 유의수

 p<.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설명되었으며, 이

는 측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잘 반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2.2 연구모형의 적합성 검증

Table 4는 청소년을 상으로, 청소년의 부 응  완

벽성향과, 집단따돌림 피해와 자살 생각 간에 있어서 부

모-자녀 의사소통을 매개변수로 설정한 연구모형을 검

증한 결과이다. 연구모형에서 합도가 만족할 정도의 

수 을 보여주더라도 변수들 간 경로계수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설명되지 않으면 한 효과를 검증하는데 

한계가 존재하지만, 본 연구는 정수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각 변수들 간 경로계수를 구체 으로 설명

해 보면, 청소년이 부 응  완벽성향을 지향할수록 부

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284, t=-8.847, p=.000). 이는 

청소년 시기에 자신에게 부과되어 있는 학업에 한 높

은 기 와 기 을 도달하지 못할 것에 한 두려움과 불

안이 쌓여 부모-자녀 간에 있어 의사소통에 갭이 발생함

으로 인해, 부 응  완벽성향은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부정 인 향을 끼치는 것으로 납득할 수 있다.  집단

따돌림 피해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부 인 향을 미

치고, 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함을 볼 수 있다

(�=-.145, t= -4.419, p=.000). 즉, 친구들로부터 집단따

돌림피해에 노출된 청소년은 부모와 소통에 어려움을 겪

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부 응  완벽성향은 청소년의 자살 생각에 정

(+)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402, t=9.965, 

p=.000). 즉, 부 응  완벽성향을 갖게 될수록 청소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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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mos Test of Proposed Model 

은 실패와 기 에 부응하지 못함을 비 하여 자살에 

한 생각을 더 많이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Path B � S.E. C.R.

maladaptive 
perfectionism⟶
parents-children 
communication

-.235
***

-.284 .027 -8.815

bullying victim⟶
parents-children 
communication

-.231
***

-.112 .062 -3.744

parents-children 
communication⟶
suicidal ideation

-.049
***

-.145 .011 -4.403

maladaptive 
perfectionism⟶
suicidal ideation

.113
***

.402 .011 9.930

bullying victim
⟶suicidal ideation

.008 .021 .023 .711

Table 4. Model est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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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선행연구에서 주장한 것처럼 청소년의 부 응  

완벽성향 높으면 자살에 한 생각이 더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난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11,26]. 학생의 자살 

생각 련 변인에 한 메타분석 결과에서도 부 응  

완벽성향은 자살 생각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설명된다

[27]. 청소년의 집단따돌림과 자살 생각의 계에서 부모

-자녀 의사소통이 자살 생각에 부 인 향을 미치는 것

으로 설명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함을 볼 수 있다

[14]. 집단따돌림 피해는 자살 생각에 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제안모델에서 모형의 합도 지수가 낮을 경

우 모델을 수정하여 합도를 높일 수 있다. 합도 지수

를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변수 간 표 화계수 값과 설명

력이 제거하거나 공분산을 설정하여 X2값을 낮추고 

합도를 높여주었다. Fig. 1은 청소년의 자살 생각 구조모

형의 합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X2=1236.668, df=127, 

p=.000, SRMR=.046, CFI=.901, RMSEA=.079 등의 값을 

보여주어 모형이 합하게 설정된 것으로 검증되었다.

3.2.3 연구모형의 효과분해

Table 5는 청소년의 부 응 이 완벽성향과 집단따돌

림 피해가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매개로 하여 자살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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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maladaptive 
perfectionism

⟶parents-children 
communication

-.284* -.284*

parents-children 
communication

⟶suicidal ideation -.145** -.145**

maladaptive 
perfectionism

⟶parents-children 
communication

⟶suicidal ideation .402** .041** .443**

bullying victim 
⟶parents-children 
communication

-.112* -.112*

parents-children 
communication

⟶suicidal ideation -.145** -.145**

bullying victim
⟶parents-children 
communication

⟶suicidal ideation .012 .016** .028

**p<.01

Table 5. Mediated effect verification

에 도달하는 경로를 효과 분해한 연구모형의 결과이다. 

부 응  완벽성향은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직 인 

효과(�=-.284)가 있고, 청소년의 자살 생각에도 직

인 효과(�=-.145)를 보여주고 있다.부모-자녀 의사소

통의 매개 효과를 분석한 결과, 부 응  완벽성향은 자

살 생각에 직 인 효과(�=.402)가 있고, 간 효과

(�=.041, p=.005)  총 효과(�=.443)를 보여주고 있

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부 응  완벽성향과 자살 

생각과의 계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부분 매개 역

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해  결과이다. 한, 청소년의 집

단따돌림과 자살 생각과의 계에서 부모-자녀 의사소

통이 완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본 

연구의 모형은 효과 검증을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ong)으로 분석하 으며, 그 결과는 유의수  

p< .01에서 유의미하게 설명되었다.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살 방을 한 정책  제언을 

마련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를 하여 청소년의 부 응  

완벽성향과 집단 따돌림 피해가 자살 생각에 미치는 

향과 그 과정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지니는 경로 역

할을 검증하 다. 본 연구에는 서울특별시, ·인천

역시, 경기도, 충청남도에 재학 인 등 5,6학년생, 

1.2.3학년생, 고 1,2학년생 에서 1,395명을 분석 상으

로 하 다. 주요 연구결과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부 응  완벽성향이 높을수록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은 더 어려웠다. 이 결과는 부 응  

완벽주의자 집단은 인 계에 있어서 더 많은 문제를 

경험하며[12], 완벽주의는 학생들의 내  자기애와 

인 계 사이에서 부분 인 매개 효과가 있다고 밝힌 

연구에서 높은 부 응  완벽성향은 인 계의 질을 떨

어뜨릴 수 있다고 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28]. 이러한 문

제는 인 계에 있어서 실수에 한 두려움이나 근심 

는 자신의 행동에 한 확신이나 자신감의 결여로 인

한 자기주장을 분명히 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문제이다

[12]. 따라서 자신의 부 응  완벽성향이 발견되면, 타인

과의 계에 있어서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 평소 수업에

서 발표할 때나 는 타인과 화를 할 때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말하도록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특히 부모는 자

녀와 화를 나  때 자녀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는 열

린 자세를 유지하여 자녀가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표

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집단 따돌림의 피해 경험이 많을수록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어려웠다. 이는 부모의 양육방식이 민주 이

고 합리 일 때 집단 따돌림의 경험은 낮아지며[14], 집

단따돌림의 경험이 청소년의 인 계에 미치는 향은 

부모학 가 인 계에 미치는 향보다 크다고 한 연구

와 그 맥을 같이한다[29]. 청소년 시기는 부모의 향을 

여 히 많이 받는 것은 사실이나 래문화에서 형성되는 

인 계가 차 요하게 형성되고 있으며 그들의 생활

반에 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시기에 래

문화에서 원만한 인 계형성을 한 인성이 함양되어

야 한다. 학교와 학부모는 집단 따돌림의 피해 방은 물

론 조기 발견을 하여 특별히 노력해야 한다. 집단 따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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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의 피해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회복을 한 로그램의 

운 으로 그 피해의 후유증이 오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원활한 청소년의 자살 생

각은 낮아졌다. 이는 청소년들이 부모와의 계가 원만

할수록 자살에 한 생각을 게 하며[30], 부모-자녀 의

사소통이 잘될수록 자살 생각의 빈도는 낮아진다는 연구

[14,15],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역기능 일 때 우울이 높

았을 뿐만 아니라 자살 생각도 높다는 연구와 일치를 한

다[16]. 부모와 자녀 계는 가족 계에서 많은 부분을 차

지하며 청소년의 자살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소이다. 

자녀에 한 부모의 개방 인 태도가 자살을 방할 수 

있으며, 부모가 자녀와 갖는 갈등이나 가족 간의 결속력 

약화는 청소년의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

년 자살을 방하기 해서는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한 민주  의사소통방법을 한 노력이 가정에서도 이

루어져야하지만 정책 인 차원에서도 이를 한 로그

램 운 이 필요하다. 

넷째, 청소년의 부 응 완벽성향이 높을수록 그들의 

자살 생각이 높았다. 이 결과는 스트 스가 자살사고에 

향을 미칠 때 부 응  완벽주의는 그 경로역할을 하

며[10], 부 응  완벽성향과 학업스트 스가 높은 청소

년일수록 자살사고도 높다고 주장한 연구와 일치를 한다

[11]. 청소년들의 부 응  완벽성향은 청소년 자신들의 

내부 인 요인에 기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 부모  

사회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다. 즉, 자녀에 한 부

모의 지나친 기 나 사회의 제도 는 시스템이 청소년

에게 과도한 부담을  수 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친 기 를 하기보다는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

여 자신의 능력을 발굴하고 자신감을 배양하도록 도와야 

한다. 아울러 학교와 사회에서는 서열화에 따른 경쟁

인 제도운 보다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인성함양을 한 

장. 단기  로그램에 따른 제도운 이 필요하다. 

다섯째,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부 응  완벽성향과 

자살 생각 사이에서 부분 매개역할을, 집단 따돌림 경험

과 자살 생각 간에서는 완 매개역할을 했다. 즉 부모-자

녀 의사소통은 부 응  완벽성향과 자살 생각 사이에서 

경로역할을 했다. 집단따돌림 피해는 자살 생각에 직

인 향은 미치지는 않았으나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통하여 간 으로 향을 미쳤다. 청소년의 자살 방

을 해서는 단순히 부 응  완벽성향에 한 응보다

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한다면 보다 효과 인 방책 마련이 될 것이다. 집

단따돌림의 피해 경험은 자살 생각에 직 인 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경유해서 향

을 미쳤다. 집단따돌림의 피해 경험이 자살 생각에 유의

미한 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부모가 자녀와 갖는 의사

소통이 원만하지 않으면 자살 생각에 향을  수 있는 

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인 인 요인인 

부 응  완벽성향이나 학교생활의 문제에서 오는 집단

따돌림의 피해로부터 오는 자살 험을 방 는 낮추기 

해서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원활히 해야 한다. 청소

년 시기는 여 히 부모의 향을 많이 받으며 가정이 지

니는 의미는 매우 요하다. 부모가 자녀를 권 이고 

억압 으로 하기보다 합리 으로 화를 하고 상호 의

견을 존 하여 원활한 화를 이루어 가면 청소년의 자

살 방에 정 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부모나 

자녀의 일방 인 노력보다는 보모와 자녀가 함께 참가할 

수 있는 로그램이 지역공동체나 지방정부에서 정책

으로 정기 인 로그램을 운 해나가는 방안도 극 모

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에서 일부 특정지역만을 상으로 하

여 표본을 수집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한, 청소년을 상으로 하는 자살 

생각이라는 연구주제의 성격상 연구 상자의 응답에 

한 신뢰도 확보의 요성을 인식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이에 한 충분한 비와 보완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부모-자녀 의

사소통이 부 응  완벽성향  집단따돌림피해가 자살 

생각과의 사이에서 부분  는 완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검증하여 청소년의 자살 방을 한 다양한 

로그램 제공의 필요성  당 성의 근거를 제공 했다는 

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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