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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목  청  살에 한 사  역할수행 신감에 향  미 는  악하  함 다.

본 연 는 술  사연 다. 연 상  D시 재 17개 ・ ・고 에 근 하고 는 남  사 318명 었다.

본 연 에 는 상   특 , 청  살에 한 태도, 청  살  지 에 한 지식, 청  살에 

한 사  역할수행 신감에 한 가보고식  통해 료  수집하 다. 수집  료는 SPSS 21.0 프로그

램  용하여 술통계, 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다 귀  실시하 다. 연 결과, 살 련 

경험  는 경우, 청  살에 한 태도가 수록, 청  살에 한 지식수  수록 청  살

에 한 사  역할수행 신감  게 나타났 며, 들 변수는 사  청  살에 한 역할수행 신감에 

해  22.5%  명하 다. 본 연 결과  통해  향 들  용하여 청  살에 한 사  역할수행 

신감  진시키  한 과 과  재가 개 어야 할 것 다.

주 어 : 청 , 살 , 사, 역할수행, 신감 

Abstract The aim of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the self-confidence in the teacher’s role on 

adolescent suicide. The cross-sectional descriptive study design was used. Participants were 318 teachers from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in D city. Data were collected using questionnaires which included general 

characteristics, attitude toward adolescent suicide, knowledge about guideline for adolescent suicide prevention, 

and self-confidence in the teacher’s role on adolescent suicid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 21.0 program.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experience of suicide education, attitude, and knowledge about adolescent 

suicide were th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the self-confidence in teacher’s role for adolescent suicide. The 

predictor variables explained 22.5% of variance regarding self-confidence in teacher’s role for adolescent 

suicide. Findings indicate the factors should be used in developing effective intervention for enhancement of 

self-confidence in teacher’s role on adolescent sui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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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청소년 자살은 세계 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정신건강문제이다. 외국의 경우 청소년의 자살사고율은

약 12.1% 으며, 18세 에 한번 이상 자살시도를 한 경

우가 4.1%로 보고되었다[1].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청소년(13-24세)의 11.2%

가 최근 1년 동안 한 번 이상 자살생각을 해 본 이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 청소년 (15-24세)의 사망원

인 1 는 고의 자해(자살) 으며, 인구 10만명 당 청소

년 자살자 수는 2001년 7.7명에서 2011년 13.0명으로 계

속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2].

청소년기는 인격의 주요 요소인 자아정체성과 자존감

이 확립되는 시기이다. 청소년의 자살사고와 자살 시도

는 정상 인 인격발달을 방해하여 건강한성인으로의 성

장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체에도 심각한 악 향을

미치게 되므로 청소년의 자살 방을 한체계 이고 효

율 인 방안 마련이 시 하다[3,4].

청소년 자살을 방하기 해서는 자살을 유도하는자

살 충동 요인을 악하여 사 에 제거하는 것이 가장필

수 이며 자살 험군과 자살 시도자에 한 체계 인

처와 보호도 요하다[4]. 하지만 청소년의 자살은 성

인이나 노인의 자살과는 차이가 있으며 매우 복합 인

환경 상황과 개인 소인들의 결합에 의해 야기되기

때문에 그 원인을 명확히 악하기가 어렵다[5]. 따라서

청소년이 보내는 자살 련 험신호를조기에 발견하여

안 하게 보호하는 것이 가장 효율 이다.

청소년의 주변에서 자살 련의 험신호를 조기에발

견하여 도움을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자원은 래친구

들이나 부모, 교사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학교는 청

소년 자살에 있어서 그 역할이 매우 요하다. 지 까지

외국의 경우 학교 기반의 청소년 자살 방 로그램들이

리 수행되어왔으나[6], 우리나라의 자살 방활동은 주

로 자살 방센터나 생명의 화 등 지역사회 단체가 주

도해왔으며 학교의 역할은 미비한 상태이다[3].

국내외 선행연구에 따르면[3,4,6], 정신건강서비스나

자살 방 로그램을 학교를 기반으로 하 을 때 학생들

에게 근하기 좋고 로그램 유지가 잘 되어 매우 효율

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Nadeem 등[7]은 학교 기반 자

살 방을 한 교사의 역할은 자살 험이있는 청소년을

선별하는 것이며, 교사들은 자살의 험요인, 기 처,

학 리에 한훈련에 한 요구가 있다고보고하 다.

Papp과 Láng[8]은 교사들의 청소년 자살에 한 지식수

이 낮은 경우 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회피 처

나 소진을 유발한다고 하 다. 이를 해서는 교사들의

자살에 한태도, 지식 역할수행에 한 연구가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9].

하지만 지 까지 교사를 상으로 청소년의 자살에

해 수행되었던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매우 부족하 으

며 부분 일반인의 자살에 한 태도 도구를 이용하여

교사의 자살에 한 태도나 인식을 악하는 연구 [3,4]

뿐 이었다. 몇몇 자살을 시도한 청소년에 한 교사의 태

도를 악하는 연구나 2010년부터 청소년의 자살 방 지

침[10]을 통해 합의된 교사의 역할이 교육되어왔으나 아

직까지 청소년 자살 방을 한 교사의 역할수행에 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등교사를 상으로 청소년 자

살에 한 역할수행 자신감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수행되었다.

1.1 연  목

본 연구의 목 은 ・ 등교사를 상으로 청소년

자살에 한 역할수행 자신감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는 것이다.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1) 교사의 일반 특성을 악한다.

2) 교사의청소년 자살에 한태도, 지식 역할수행

자신감 정도를 악한다.

3) 교사의 일반 특성에 따른 청소년 자살에 한 역

할수행 자신감의 차이를 악한다.

4) 교사의청소년 자살에 한태도, 지식 역할수행

자신감 간의 상 계를 악한다.

5) 교사의 청소년 자살에 한 역할수행 자신감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한다.

2. 연  

2.1 연 계

본 연구는 ・ 등교사를 상으로 청소년 자살에

한 태도, 지식 역할수행 자심감에 향을 미치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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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악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2 연 상  료수집

본 연구의 상은 재 ・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남녀교사이다.

본 연구에서 요구되는 상자수는 G*Power program

3.1.7를 이용하여 산출하 다. 회귀분석에서 양측검정, 유

의수 .05, power 0.95, 간크기의 효과크기 0.15, 집단

5으로 하 을 때 산출된 표본 수는 총 138명가 요구되었

으로 본 연구에서 318명은 이를 충족하는 것이다.

본연구는 C 간호 학 IRB의 연구승인을받아 수행하

다. 본 연구는D지역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마음건강학

교사업과 연계하여 수행되었으며, 사 에 교육청에 본

연구의 목 과 차 방법 등을 설명하고 조를 구하

다.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장이 연구 참여에 동의를 한

17개 , , 고등학교의 명단을 받은 다음 자살 방교육

일정을 참고하여 사 에 약속을 하고 훈련을 받은 연구

보조원이 해당 학교를 직 방문하 다. 교육 에 교사

들을 상으로 연구의 목 과 방법, 자발성, 비 보장, 철

회가능성, 험성 등에 해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한

서면동의를 받았다. 본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교사에

게만 설문지를 배포하 으며 완성된 설문지는 연구보조

원이 직 수거하 다. 총 360부의 설문지 318부가 수

거되어(88.3%) 최종분석에 포함하 다.

2.3 연 도

2.3.1 청  살에 한 태도

Seo 등[11]이 ‘생명존 자살에 한 국민태도조사’

연구에서 사용하 던 도구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총

11문항이며 ‘0= 아니다, 4=매우 그 다’의 5 Likert

척도이다. 수가 높을수록 자살에 해 찬성하는 태도

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3이었다.

2.3.2 청  살에 한 지식

충청남도 교육청[10]에서 개발하고 교육부에서 교사

를 한 학생 자살 방 지침으로활용하고 있는 ‘학생 자

살 방 가이드북‘에 수록되어 있는 자살 험 학생지도

를 한 교육내용을 토 로 지식측정 설문을 구성하여

이용하 다. 이 도구의 내용은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의

유발요인, 자살생각이나 시도의징후나 증상, 자살생각이

나 시도를 확인하기 한 질문이나 역할, 자살생각이나

시도를 하는 학생들과 화할때 유의할 , 의뢰기 등

을 포함하 다. 정신간호학 교수 2인, 정신 문간호사 1

인, 정신건강증진센터 장 1인으로부터 도구의 내용 타

당도를 검증받아 사용하 다. 이 도구는 총 9문항이며,

’0=오답, 1=정답‘으로 수화하 으며 총 이 높을수록

청소년 자살에 한 지식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KR-20=.93이었다.

2.3.3 청  살에 한 사  역할수행 신감

충청남도 교육청[10]에서 개발하고 교육부에서 교사

를 한 학생 자살 방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는 ‘학생 자

살 방 가이드북‘에 수록되어 있는 자살 방을 한 학

생지도에 한 교사 수칙 등 교육내용을 토 로 설문을

구성하여 이용하 다. 이 도구는 총 13개 문항으로 구성

되며 ’0 = 아니다‘에서 ’4 =매우 그 다‘의 5

Likert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청소년 자살 방에 한

교사의 역할수행 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9이었다.

2.3.4  특

연령, 성별, 학력, 결혼상태, 교육경력, 학생 자살에

한 경험, 자살 방 교육참여, 청소년자살에 한교사역

할에 한 인식을 포함하 다.

2.4 료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 청소년 자살에 한

태도, 지식 역할수행자신감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

균, 표 편차로 분석하 고, 일반 특성에 따른 청소년

자살에 한 역할수행 자신감의 차이는 t-test로 분석하

다. 상자의청소년자살에 한 태도, 지식 역할수

행 자신감간의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를 이용 하 다. 상자의 청소년 자살에 한역할수행

자신감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해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분

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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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 결과 

3.1 상   특

상자의 평균 연령은 38.7세 으며, 74.5%가 여교사

다. 학력은 학사 56.6%, 석사 이상 43.4%이었으며,

부분(73.6%)은 기혼상태이었다. 상자의 평균 교육경력

은 12.7년이었으며, 자살 련 교육 경험을 갖는 상자

는 15.4%이었다. 상자의 23.6%에서 학생자살에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 으며, 교사의 90.6%가 청소년 자

살에 한 교사역할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Characteristics N (%) M (SD)

Age (year) 38.7(9.16)

Gender Male 81(25.5)

Female 237(74.5)

Education Bachelor 180(56.6)

138(43.4)Master�

234(73.6)Marital status Married

84(26.4)Single

Education career (year) 12.7(9.11)

Experience of

suicide education

Yes 49(15.4)

No 269(84.6)

Experience of adolescent

suicide

Yes 75(23.6)

No 243(76.4)

Perception on role in

adolescent suicide

Yes 288(90.6)

No 30(9.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318)

3.2 청  살에 한 태도, 지식  역할수행

신감

상자의 청소년자살에 한 태도는 평균 1.3(0.41) ,

지식은 평균 2.1(1.12) 이었으며, 청소년 자살 방을

한 역할수행 자신감은 평균 2.7(0.48) 으로 나타났다

<Table 2>.

Variables M(SD)

Attitude toward Suicide 1.33(0.41)

Knowledge 2.12(1.12)

Self-confidence 2.67(0.48)

<Table 2> Teacher’s attitude, knowledge, and 

self-confidence in the role on 

adolescent suicide and it’s prevention 

(N=318)

3.3  특 에  청  살  

    한 사  역할수행 신감  차

일반 특성에 따른 청소년 자살 방을 한 교사의

역할수행 자신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살 련 교육

경험(t= -4.97, p<.001), 학생자살에 한경험(t= -2.82, p<.005),

청소년 자살에 한 교사역할 인식(t= -2.61, p<.009)에

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3>.

Characteristics

Self-confidence

in the teacher’s role

M (SD) t (p)

Gender Male 2.66(0.44) .02

(.983)Female 2.66(0.50)

Education Bachelor 2.64(0.47) 1.08

(.279)Master� 2.69(0.50)

Marital status Married 2.65(0.50) .65

(.513)Single 2.69(0.44)

Experience of

suicide education

Yes 3.97(0.47) -4.97

(<.001)No 2.61(0.47)

Experience of

adolescent suicide

Yes 2.80(0.48) -2.82

(.005)No 2.62(0.48)

Perception on role in

adolescent suicide

Yes 2.68(0.48) -2.61

(.009)No 2.44(0.48)

<Table 3> Self-confidence in the teacher’s role 

on adolescent suicide prevention 

(N=318)

3.4 상  청  살에 한 태도, 지식 

 역할수행 신감간  계

상자의 청소년 자살에 한 역할수행 자신감은 태

도와는 통계 으로 유의한 부 상 계가 있었으며(r=

-.123, p <.05), 지식과는 통계 으로 유의한 정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465, p <.01) <Table 4>.

Variables X1 X2 X3

r (p) r (p) r (p)

X1 1

X2 -.062(<.001) 1

X3 -.123(.05) .465(<.001) 1

Note. X1=attitude; X2=knowledge; X3=self-confidence in the role on

adolescent suicide

<Table 4> Correlations among study variables 

(N=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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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Variables B β t (p)

Ⅰ

Gender (Female=1) .008 .007 .13(.897)

Experience of

suicide education
.315 .235 4.22(<.001)

Experience of

adolescent suicide
.099 .087 1.55(.122)

Perception on role in

adolescent suicide
.164 .100 1.81(.071)

Adjusted R2=.080, F=7.88, p<.001

Ⅱ

Gender (Female=1) .001 .001 .01(.991)

Experience of

suicide education
.165 .123 2.30(.022)

Experience of

adolescent suicide
.002 .002 .03(.973)

Perception on role in

adolescent suicide
.054 .033 .64(.521)

Attitude -.117 -.100 -1.99(.047)

Knowledge .175 .407 7.37(.000)

Adjusted R 2=.225, F=16,35, p<.001

<Table 5> Factors influencing self-confidence in 

the teacher’s role on adolescent suicide 

(N=318)

3.5 청  살  한 사  역할수행 

신감에 향  미 는 

상자의 청소년 자살에 한 역할수행 자신감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해 먼 t-test에서유의

한 종속변수의 차이를 나타낸 상자의 일반 특성을

더미변수 처리하여 독립변수로 투입 후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다 회귀분석 결과, 산출된 모형 1은 통계

으로 유의하 으며(F=7.88, p<.001), 상자의 자살 련

교육경험이 청소년 자살에 한 교사의역할수행 자신감

에 유의한 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t=4.22, p<.001), 교

육경험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보다 역할수행 자신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종속변수에 해 총 8%를 설명하 다.

모형 Ⅰ이후 상 계분석에서 종속변수와 유의한

계를 나타낸 청소년 자살에 한 태도와 지식을 독립변

수로 추가 투입 후 계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다 회귀분석 결과, 산출된 모형 2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F=16.35, p<.001). 상자의 자살 련 교육경험

(t=2.30, p=.022), 청소년 자살에 한 태도(t=-1.99,

p=.047), 지식(t=7.37, p<.001)이 역할수행 자신감에 유의

한 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 지식이 가장 향력

이 큰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는 종속변수에

해 총 22.5%를 설명하여, 모형 1에 비해 14.5%의 설명력

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고

교사들은 학생들과 매일 하며, 일상이 찰 되어 학

생 자살 방 활동을 효과 으로 할 수있는가장 이상

인 환경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 등교사를 상으

로 청소년의 자살에 한교사의 태도, 지식 역할수행

자신감정도와 역할수행 자신감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를 악하여 교사들의 자살 방 역량 증진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본연구결과, 교사들의 84.6%가 청소년자살 련 교

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76.4%가 자살 험 학

생에 한 지도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를

상으로 자살 련 연구를 수행한 Lee [12]의 연구결과에

서 자살 련 교육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살

험을 보이는 청소년을 한 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 다. 한편, 교사들의 청소년

자살에 한 교사역할 인식률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

는 Lee [12]의 연구에서 교사들이 청소년 자살을 심각한

문제로 인지하고 있으며, 교사들이 청소년 자살 문제를

다루는 것이 교사의 의무라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 다. 따라서 교사들의 교육 참여를 증진시키기

해서는 단순히 로그램 개발 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실제 교육에 참여할 수있는 여건 개선과 아울러 교육참

여 실천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교사의 청소년 자살에 한 태도는 자살 험을 보이

는 청소년을 인식하고 지지하며 치료에 향을 주는 것

으로[3,4,13] 본 연구에서는 수가높을수록 자살에 한

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4 만 에 평균 1.3 으로 나타

나 교사들은 자살에 하여 부정 인 태도를 갖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들은 자살을 개인 권리로 보지

않으며, 허용이 아니고 기시 하는 견해가 높고 사회

심각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

다[3]. 이러한 결과로 교사의 청소년 자살에 한 태도를

악하는 것은 청소년과의 자살상담에서 요한 요인이

다. 자살 련 지식은 수가 높을수록 자살 험 청소년

에 한 지식 수가 높은 것으로 본 연구 결과는 7 만

에 평균 2.1 으로매우낮게 나타났다. Ryu 등[3]의청

소년 자살에 한 교사의 인식 연구 결과 5 만 에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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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1.5 으로 낮게 나타났고 Lee[12]의청소년 자살에

한 교사의 지식연구에서도 자살 련 지식수 이 34.5%

에서만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낮게 나타났

다. 한 국외의 연구에서 교사들을 상으로 자살에

한 지식기반을 평가한 결과 교사들이자살의 험요소나

단서에 하여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음을 반복

으로 보고하여[14,15]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 다.

청소년 자살에 한 교사의역할수행 자신감 정도는 4

만 에 평균 2.7 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Lee[12]의 연구에 의하면 교사의 67.4%가 자살 험 청소

년과 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하는 보고하 다. 한 선

행연구[16]에 의하면 아동학 방을 해 교사의 일차

역할이 요하다고 하 다.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청

소년 자살에 한 교사의 역할수행 자신감을 증진시켜

청소년 자살 방을 해 교사가 조기에 극 으로 개입

하고 자원연계를 통해 효율 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

도록 돕는 것이필요하다. 청소년 자살에 한 교사의 역

할수행 자신감은 청소년 자살에 한 태도와 부 상

계가 나타났으며 청소년 자살에 한부정 일수록 이

를 방하기 한 교사의 역할수행 자신감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가 학생들의 다양한 문

제에 하여 공감하고 생명존 과 삶의 존 에 한 인

식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

자살에 한 지식은 교사의 역할수행 자신감과 정 상

계를 보 으며, 즉, 청소년 자살에 한 지식이 높을

수록 교사의 역할수행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다 회귀분석 결과, 교사의 자살 련 교육과 청소

년 자살에 한 동의하지 않는 부정 태도와 지식수

이 높을수록 청소년 자살에 한 교사의 역할수행 자신

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 변수는 청소년자살에 한 교

사의 역할수행 자신감에 해 22.5%의 높은설명력을 보

으며, 교사의 역할수행 자신감을 측하는 가장 강력

한 변수는 청소년 자살에 한 지식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연구결과는 교사나 련 직원들의 청소년 자살이나

자해에 한 지식과 태도의 요성을강조한 선행연구결

과를 지지하는 것이다[17,18,19,20].

재 개발된 청소년 자살 방을 한 교사의 역할지

침은 청소년 자살의 특성, 원인이나 험요인 등에 한

지식과 이해을 바탕으로 자살 험 청소년을 조기에 발

견하고 일차 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자살 방을

한 한 치료나 문 인 자원들에게 연계하는 것이

다. 하지만 이러한 교사의 역할은 주된 교육 역할이외

의 업무과 을 래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상담교사

나 보건교사 등 타 련 직종의 역할과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 이 있다[21]. 따라서 청소년 자살에 한 교

사의 역할 정체성을 명료화하 고 다양한 교육 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사의 역할수행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한

략이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는 등교사를 상으로 청소년의 자살과

자살을 시도한 청소년에 한 교사의 태도와 교사의 역

할수행의 자신감 정도 향요인을 악하기 하여

수행되었다. 다 회귀분석 결과, 자살 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청소년 자살에 해 부정 인 태도를

가진 경우, 청소년 자살에 한 지식이 높을수록 청소년

자살에 한 교사의 역할수행 자신감이 높게나타났으며,

이 청소년 자살에 한 지식이 가장 향력이 큰변수

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는 청소년 자살에 한 교사의

역할수행 자신감에 해 22.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본 연구의 제한 은 청소년 자살에 한 교사

의 역할 수행 자신감에 미치는 향요인을 악한 선행

연구가 부족하여 비교분석을 할수 없었다. 한 일개

역시의 교사들을 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체 교사들에게 일반화하는데 제한 이 있었다. 본 연

구에서는 사용한 청소년 자살에 한 지식과 교사의 역

할수행 자신감 측정도구는 본 연구자에 의해 기존의 교

육지침서를 활용하여 구성되었으므로 타당도가 검증되

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소년 자살에 한교사의 태도, 지식 역할수

행 자신감 정도를 악하고 련 향요인을 탐색하 다

는 에서 의미가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때, 본 연

구결과를 기 자료로 하여 청소년 자살 방을 한 교사

의 역할수행을 높이기 한 체계 인 지침과 교육과정을

포함한 자살 방교육 로그램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한 청소년 자살에 한 교사의 역할수행에 향을 미

치는 다양한 변수를 악하기 한 추후연구, 이들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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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평가할 수 있는 측정도구 련 연구, 변수간의

계를 검증하기 한 구조방정식을 용하는추후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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