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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수행자)들의 삶의 질, 분노표현, 자살생각 정도를 파악하고 대상자들이 
느끼는 삶의 질과 분노표현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2016년 3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수행자) 362명의 일반적 특성을 비롯한 삶의 질, 분노표현, 자살생각을 조사하
여 SPSS 23.0 Statistics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삶의 질은 분노표현(r=-.151, p<.001)과 자살생각
(r=-.539, p<.001)과 역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분노표현의 경우 자살생각(r=.601, p<.001)과 정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삶의 질과 분노표현은 자살생각에 대하여 42.9% 설명력을 가지는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수행자)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대상자들의 자살예방을 위해 삶의 질 향상
을 위한 국가적인 대책마련과 대상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및 분노조절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율적 
운영이 요구된다.
주제어 : 삶의 질, 분노표현, 자살생각,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수행자), 융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egrees of life quality, anger ex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of Korean special mission national merit(Performer), and to identify the effects of life quality 
and anger expression on suicidal ideation of the subjects.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s well as life quality, 
anger ex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of 362 Korean veterans were collected from March 2016 to May 2016,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23.0 Statistics Program. The result showed that life quality 
was inversely correlated with anger expression(r=-.151, p<.001) and suicidal ideation(r=-.539, p<.001), and anger 
express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uicidal ideation(r=.601, p<.001). Life quality and anger expression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suicidal ideation with 42.9% explanatory power. In order to prevent the suicide of 
the Korean special mission national merit(Performer),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national adaptation program 
to improve the life quality and to develop an effective anger control education program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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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한민국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에 대

해 1984년을기점으로중앙행정조직의명칭이원호청에

서 국가보훈처로 변경되었다. 과거 원호의 개념을 살펴

보면도와주다, 원조하다는수동적이고소극적인개념인

데비해 현재보훈의개념은국가가이분들의은혜에보

답해야 한다는 능동적이고 국가 사회 책무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선조들의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보훈제도

를살펴보면신라시대상사서라는제도를통해전쟁에서

상처를 입은 군인들을 왕비가 직접 치료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고려시대 고공사, 조선시대는 충훈부를 두어 국

가유공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자녀들까지 국가에서 명

예선양, 교육, 보상, 의료, 등 종합적인 복지정책을 추진

하여 국가의 정체성확립과 국민 갈등을 해결하는 국민

통합의 기본 정치 이념으로 삼았다. 국가유공자는 나라

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으로 순국선열, 애국

지사, 전몰군경, 상이군경, 국가 사회 발전을 위한 특별

공로순직자등이해당된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

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는 유공내용에 따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군인과 고엽제 관련 환자,

4.19 혁명참가자, 5.18 광주민주유공자, 국가사회 공로자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1]. 이러한 국가유공자 중 대한민

국 특수임무유공자는 대한민국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 파견한 공작원을 포함한 특별한 내용 및 형태

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한 사람을 의미한다.

한국정부에서는한국전쟁전인 1948년부터북파공작

원을파견하였으나정치적인이유로이들의존재를공식

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들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2003년 3

월특수임무유공자(수행자)들은비로소공식적으로인정

받았으며, 2004년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특수임무유공자(수행자)들은국가의필요에

의해보통사람으로는수행하기어려운특별한임무를극

한적인상황속에서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사망, 행

방불명되었거나 복귀 이후에도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없

는상황이되기도하였다[2]. 특히대한민국정부에서북

파공작원의 존재를 수십 년 동안 인정하지 않으면서 특

수임무유공자(수행자)들은사회에서인정받지못하고적

절한 보상조차 받지 못하여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

회적응의문제등많은어려움을경험하게되었으며, 특

히 이로 인한 삶의 질 저하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분노

와 부적응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분노는 일상행활 사건 속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정상적인정서반응이며[3], 스트레스상황속에서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기제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4]. 그러나부적절한분노표현은심장질환이나우

울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인간관계나 사회문제와 같은

반사회적성향으로표출되어개인적분노가내면으로향

하면서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5]. 또한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와 결속되지 못하고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게

될경우자살위험이높아질수있으므로[6] 그동안분노

와사회적고립감을느끼고있었을특수임무유공자(수행

자)들의 자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2014년 기

준 인구 10만명 당 27.3명으로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가입국중 1위

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심각성이 크다[7]. 이러한 자

살은 자살생각으로부터 유발되는 행동으로 자살을 생각

하는사람은이후에도자살을시도할위험성이일반인에

비해 6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8], 자살시도 경

험이있는경우 자살시도가 반복되어 결국 자살에 이르는

경우가많아[9],먼저자살생각에초점을맞출필요가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 역기능적 분노표현은 자살

생각과 관련이 있으며[10], 인지적 삶의 질에 대하 평가

가 긍정적일 때 자살생각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으나[11]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수행자)를 대상으

로분노표현, 자살생각, 삶의질에관련된선행연구논문

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대한민국 특수임무 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로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PTSD)에 관한 연구와[12]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와

월남전참전군인, 일반군복무경험이있는일반인을비

교분석한연구가 있다[13]. 그러나 지금까지선행연구

논문을살펴본바와같이특수임무유공자의분노표현과

삶의 질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는 시

도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특히 국가보훈처나 국회에서 이들에 대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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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의료정책 수립 및 보훈의료 법률안 제정 시 기초자료

제공에중요한자료로활용되고시의적으로도매우적절

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수행

자)들의 삶의 질과 분노표현, 자살생각 정도를 확인하고

삶의질과분노표현이자살생각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

여 특수임무유공자(수행자)들의 자살예방프로그램 개발

및 대책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수행자)를 중심

으로대상자들이느끼는삶의질과분노표현이자살생각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삶의 질, 분노표현, 자

살생각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분노표

현, 자살생각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삶의질, 분노표현, 자살생각의관계를

분석한다.

넷째, 대상자의 삶의 질과 분노표현이 자살생각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다섯째, 국가보훈처의보훈의료체계수립과국회보훈

법률안 제정 시 기초자료를 제시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수행자)로 등록

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대상자들이 느끼는 삶의 질과 분

노표현이자살생각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기위한서술

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2016년 3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수행자)로등록된대상자를중심으로자

료를 수집하였으며, 자료 수집을 위해 먼저 전문가 회의

를통한예비조사를실시한후설문응답결과를고려하

여설문문항을추가, 수정하여본조사를실시하였다. 대

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수행자)로등록된대상자는임의

표집하였으며,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서면동의를얻은후설문지를작성하도록하였다. 설문

작성은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연

구대상자가원하지않는경우언제라도철회가가능하다

는 내용과 연구 자료의 익명성과 비밀보장에 대해 설명

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로부터 총 400부의

설문지가 수거되었으며, 이 중 일부 문항의 응답이 누락

되어분석이불가능한설문지 38부를제외한 362부를분

석하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

해연령, 결혼, 교육정도, 생활수준, 소득, 직업, 거주유형

을 조사하고 현재 생활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삶의 질, 분노표현,

자살생각을측정하였으며, 본연구에서사용된구체적인

연구도구는 다음과 같다.

2.3.1 건강관련 삶의 질
본 연구에서 사용한 건강관련 삶의 질 측정도구인

EQ-VAS(EuroQol Visual Analogue Scale)는 보건복지

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비롯하여 많은 연구에서 건강관

련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편적인 척도이

다. EQ-VAS를통해현재자신의건강상태가얼마나좋

고 나쁜지를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VAS 눈금위에 표시

하도록 하여 건강관련 삶의 질을 측정하였다.

2.3.2 분노표현
본연구에서사용한분노표현측정도구는 Spielberger

등(1980)[14]이 개발한 상태-특성분노 표현척도(State -

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와 분노표

현척도(Anger ExpressionScale, AXS)를 전겸구 등

(1997)[15]이 우리나라의 문화적, 언어적 맥락을 고려하

여 번안한 한국어판 분노표현척도(Korean State 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K) 중 상태분노와

특성분노를제외한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조절영역을

사용하였다. 본연구에서사용한 3개영역은각영역별 8

문항으로 구성된 총 24문항의 4점 Likert 척도로 점수범

위는각영역별최저 8점에서 32점으로점수가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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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영역별분노를자주경험하는것을나타낸다. 분노표

현 종합점수는 도구 개발당시 ‘분노억제+분노표출-분노

조절+16점’으로 제시되었으며, 이렇게 계산된 분노표현

점수는 최소 0점에서 최고 72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이 많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는 개

발당시 Cronbach’s α 값은분노억제 .67, 분노표출 .67, 분

노조절 .79이었고, 진은영 등(2015)[10]의 연구에서는 분

노억제 .65, 분노표출 .68, 분노조절 .80이었으며, 본연구

에서는 분노억제 .85, 분노표출 .87, 분노조절 .86으로 나

타났다.

2.3.3 자살생각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살생각 측정도구는 Beck 등

(1979)[16]이 임상면접을 통해 대상자의 자살과 관련된

생각과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신민섭 등

(1990)[17]이 자가보고 설문으로 변형한 Scale for Suicidal

Ideation(SSI) 도구이다. 총 19문항으로구성되어각응답

문항별로 각 0점, 1점, 2점으로 채점하며, 점수범위는 최

소 0점에서 최고 38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

이많음을의미한다. 이 도구는개발당시 Cronbach’s α =

.91이었고 진은영 등(2015)[1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89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95로 나타났다.

2.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Statistics Program을 이용

하여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일반적특성은빈도분석

(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분노표현, 자살생각은 t-test와 ANOVA

로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Duncan test로 분석하였다.

삶의질, 분노표현, 자살생각간의관계는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으며, 삶의 질과 분노표현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Multiple Regression)분

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연구에참여한대상자는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

(수행자)로 지정된남성으로 평균 연령 42.5세이며, 40세

미만이 82명(22.7%), 40세-44세 150명(41.4%), 45세이상

130명(35.9%)이었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279명(77.1%)

로 가장많았고미혼이 36명(9.9%)이었으며, 이혼이나사

별, 별거등이 47명(13.0%)이었다. 교육정도는중학교졸

업이하의학력을가진경우가 10명(2.8%), 고등학교졸업

160명(44.2%), 대학교 이상 192명(53.0%)이었으며, 직업이

있는경우가288명(79.6%), 그렇지않은경우가74명(20.4%)

이었다. 생활수준이매우낮다고느끼는경우가43명(11.9%),

높다고 느끼는 경우가 2명(0.6%)이었으며, 월 소득의 경

우 100만원 미만의 월 소득을 가진 경우가 38명(10.5%)

였고 4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가 20명(5.5%)이었

다. 거주유형은 본인 소유의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

우가 139명(38.4%), 전세나 월세가 각 83명(22.9%)이었

으며, 시설이나 직장 기숙사에 생활하는 경우가 29명

(8.0%)이었다. 현재본인이경험하는가장어려운생활문

제로는경제적인문제가 249명(68.8%)로 가장많았고사

회적응 문제 55명(15.2%), 의료문제 26명(7.2%), 자녀문

제 18명(5.0%), 기타 14명(3.9%)로 나타났다<Table 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ge(year)
Under 40 82 (22.7)
40-44 150 (41.4)
Over 45 130 (35.9)

Marriage
Single 36 (9.9)
Married 279 (77.1)

(13.0)Other 47

Education

None 5 (1.4)
Middle School 5 (1.4)
High School 160 (44.2)
Over College 192 (53.0)

Job
Yes 288 (79.6)
No 74 (20.4)

Economic
Status

Very Poor 43 (11.9)
Poor 161 (44.5)
Average 156 (43.1)
Affluent 2 (0.6)

Income

Under 1,000,000 Won 38 (10.5)
1,000,000-1,990,000 Won 124 (34.3)
2,000,000-2,990,000 Won 132 (36.5)
3,000,000-3,990,000 Won 48 (13.3)
Over 4,000,000 Won 20 (5.5)

Type of
Residence

Own Home 139 (38.4)
Family Owned 28 (7.7)
Deposit Rent 83 (22.9)
Monthly Rent 83 (22.9)
Other 29 (8.0)

Life Problem

Medical Problem 26 (7.2)
Social Adaptation 55 (15.2)
Children´s Problem 18 (5.0)
Economic Problem 249 (68.8)
Other 14 (3.9)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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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상자의 삶의 질, 분노표현, 자살생각 정도
대상자의 대상자가 느끼는 삶의질, 분노표현, 자살생

각 정도를 살펴 본 결과 대상자의 삶의 질은 평균

3.64±1.81점으로나타났다. 또한대상자의분노표현의경

우 평균 34.76±12.21점이었으며, 하위영역에서는 분노억

제 17.77±5.13점, 분노표출 18.71±5.11점, 분노조절

17.63±4.92점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대상자의자살생

각은 평균 14.41±9.38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분
노표현, 자살생각의 차이

대상자의일반적특성에따른삶의질, 분노표현, 자살

생각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현재 기혼인 경우 이혼이나

사별한 경우보다 삶의 질은 높고 자살생각은 낮았으며,

직업이있는경우가직업이없는경우보다삶의질이높

고역기능적분노표현과자살생각은낮은것으로나타났

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았으며, 생활수준이보통이라고응답한경우보다매우

낮다고 응답한 경우에 역기능적 분노표현과 자살생각이

높았다. 직접적인월소득을확인한결과월소득이높을

수록 삶의 질이 높았으며, 100만원 미만의 월 소득 대상

자의 경우 역기능적 분노표현과 자살생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유형의 경우 월세를 사는 경우 다

른 거주유형보다 삶의 질이 낮았으며, 분노표현이나 자

살생각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본인이 경험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에 대해 자녀문제라고 응답한 경우의

삶의질이가장높았고사회적응에대한문제가가장어

렵다고응답한경우분노표현이나자살생각이가능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Variables Range M±SD Min Max

Quality of Life 1-10 3.64±1.81 1 10

Anger Expression 0-72 34.76±12.21 0 72

Anger In 8-32 17.77±5.13 8 32

Anger Out 8-32 18.71±5.11 8 32

Anger Control 8-32 17.63±4.92 8 32

Suicidal Ideation 0-38 14.41±9.38 0 38

<Table 2> Degrees of Quality of Life, Anger Ex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N=362)

3.4 대상자의 삶의 질, 분노표현 및 자살생각의 
상관관계

대상자의삶의질, 분노표현및자살생각의관계를살

펴본 결과 삶의 질은 분노표현(r=-.151, p<.001)과 자살

생각(r=-.539, p<.001)과 역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분노

표현의 경우 자살생각(r=.601, p<.001)과 정 상관관계를

보여 역기능적 분노표현이 증가할수록 자살생각이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Variables
Quality of
Life
r(p)

Anger
Expression
r(p)

Suicidal
Ideation
r(p)

Quality of
Life

1

Anger
Expression

-.515(<.001) 1

Suicidal
Ideation

-.539(<.001) .601(<.001) 1

<Table 4> Correlation among Quality of Life, Anger 
Ex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N=362)

3.5 대상자의 삶의 질, 분노표현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삶의 질, 분노표현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 식을 적용하여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공차한계(Tolerance)와VIF(Variance Inflation Factor)

를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공차한계(Tolerance)가 0.1이

하이거나 VIF 10을넘는경우다중공선성에문제가있다

고 판단하나 본 연구에서 공차한계 .735, VIF 1.361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잔차의 독립성 검정인 Durbin Watson Test의 경우

d=1.873으로수용기준에부합하는것으로나타나잔차의

자기상관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분석을통해산출된회귀모형의모형적합도가적

절하였으며(F=136.735, p<.001), 대상자의 삶의 질(β

=-0.312, p<.001)과 분노표현(β=0.440, p<.001)이 자살생

각에영향을미치는요인인것으로확인되었다. 또한결

과 모형 설명력을 나타내는 Adjusted R2 이 .429로 나타

나 이들 변인들이 자살생각에 대하여 가지는 설명력은

42.9%인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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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B SE β t p

Quality of
Life

-1.614 0.240 -0.312 -6.735 <.001

Anger
Expression

0.338 0.036 0.440 9.475 <.001

R2 =.658 / Adjusted R2 = .429 / F=136.735 p=<.001
Tolerance=.735 / VIF=1.361 / Durin-Watson=1.873

<Table 5> The Effects of Quality of Life, Anger Ex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N=362)

4. 고찰
본 연구는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수행자)들의 삶

의질과분노표현이자살생각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건강관련 삶의 질은 질병이나 치료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삶의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측면을개인이주관적

으로평가하는건강상태로정의된다[18]. 국내외에서이

러한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중본연구에서는EQ-VAS(EuroQol Visual Analogue

Scale)를바탕으로대상자의삶의질을측정하였으며, 연

구결과 대상자가 느끼는 삶의 질은 10점 만점 중 평균

3.64점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성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 수준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를 바탕으로 알아

본 선행연구결과 2005년 진행한 제3기 자료에서는 평균

72.0점, 2007년 진행한제4기자료에서는평균 70.5점이었

던것을비교해볼때 10점만점으로환산해보아도대한

민국 특수임무유공자(수행자)들의 삶의 질이 매우 낮은

Variables
Quality of Life Anger Expression Suicidal Ideation

M±SD
t/F(p)
Duncan

M±SD
t/F(p)
Duncan

M±SD
t/F(p)
Duncan

Age (year)
Under 40 3.61±1.51

0.941
(.391)

35.22±13.32
1.286
(.278)

12.84±8.91
1.822
(.163)

40-44 3.52±1.76 35.69±10.84 14.45±8.49
Over 45 3.81±2.03 33.41±12.92 15.36±10.53

Marriage
Singlea 3.27±1.87 7.167

(.001)
c<b

33.91±13.35
2.454
(.087)

14.00±9.58 4.409
(.013)
b<c

Marriedb 3.83±1.79 34.26±11.71 13.83±9.90
Otherc 2.83±1.68 38.42±13.75 18.17±10.40

Education

None 2.60±1.51
3.991
(.008)

34.20±13.10
0.608
(.610)

21.20±10.42
2.262
(.081)

Middle School 3.20±2.68 40.60±13.74 13.40±10.50
High School 3.33±1.67 35.27±12.08 15.43±8.95
Over College 3.94±1.87 34.20±12.30 13.41±9.60

Job
Yes 3.83±1.83 3.861

(<.001)
33.81±11.89 -2.946

(.003)
13.80±9.19 -2.465

(.014)No 2.93±1.56 38.45±12.80 16.79±9.79

Economic
Status

Very Poora 1.53±0.85
65.784
(<.001)
a<b<cd

44.16±14.04
17.240
(<.001)
c<a

23.02±9.47
22.011
(<.001)
c<a

Poorb 3.13±1.31 36.16±11.62 15.25±8.33
Averagec 4.73±1.71 30.66±10.30 11.16±8.65
Affluentd 5.50±2.12 40.50±26.16 15.50±19.09

Income

Under 1,000,000 Wona 2.13±1.37

21.119
(<.001)
a<bc<de

44.71±15.19

11.011
(<.001)
e<c<a

22.15±8.97

10.986
(<.001)
d<a

1,000,000-1,990,000 Wonb 3.25±1.46 35.67±10.70 15.37±8.70
2,000,000-2,990,000 Wonc 3.78±1.75 33.68±11.15 13.12±9.55
3,000,000-3,990,000 Wond 4.75±1.89 30.54±11.56 10.62±7.78
Over 4,000,000 Wone 5.40±1.72 27.55±11.94 11.35±7.96

Type of
Residence

Self Owneda 4.16±1.72

7.963
(<.001)
d<abce

32.89±10.34

5.270
(<.001)
abe<d

12.63±8.38

7.843
(.001)
ac<d

Family Ownedb 3.64±1.52 30.25±8.88 14.03±9.54
Deposit Rentc 3.65±1.91 35.03±11.35 13.37±8.54
Monthly Rentd 2.79±1.52 39.55±13.89 17.85±9.53
Othere 3.58±2.16 33.62±16.41 16.44±12.76

Life
Problem

Medical Problema 4.26±2.12

5.921
(<.001)
b<a<c

32.53±11.10

2.729
(.029)
c<b

12.38±8.63

4.569
(.001)
c<b

Social Adaptationb 3.20±1.53 38.69±11.25 18.16±7.29
Children´s Problemc 5.33±2.00 28.94±15.17 8.83±8.61
Economic Problemd 3.55±1.70 34.55±11.81 14.06±9.56
Othere 3.64±2.67 34.78±17.01 16.78±10.93

<Table 3> Life Quality, Anger Ex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N=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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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19]. 또한 일반적으로 삶의 질

이낮다고판단되는복지관이용노인을대상으로한연

구에서도 EQ-VAS(EuroQol Visual Analogue Scale)로

측정한 삶의 질 점수가 평균 60.26점으로 나타나[20] 대

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수행자)들이 느끼는 삶의 질 수

준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

삶의질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연령, 음주, 흡연과

같은건강습관관련요인뿐만아니라[21], 스트레스나우

울감[22]과같은정신건강관련요인등으로 다양하여 직

접적인원인파악은어렵다. 그러나대한민국특수임무유

공자(수행자)들의 경우 2004년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여보상금을비롯한연금지급대상자에포함되지않

는등국가로부터경제적지원을받지못했기때문에삶

의 질 저하가 나타났다 여겨지며, 특수 임무 훈련 시 혹

독한 훈련과 구타 그리고 사선을 넘나들며 낯선 환경에

서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느꼈을 불안감과 공

포감등정신심리적충격이사회복귀후에도지속되어

악몽, 수면장애, 외상 후스트레스장애, 사회적 적응장애

등 복합적인 문제로 경제 활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에서 현재 대상자가 느끼는 가장 어려운 문

제로경제적문제를선택한비율이 68.8%로가장높았던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대상자의분노표현방식을살펴본결과분노억제 17.77

점, 분노표출 18.71점, 분노조절 17.63점으로나타났다. 이

는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대학생들의 분노

표현을조사한진은영등(2015)[10]의연구에서분노억제

15.47점, 분노표출 13.70점, 분노조절 19.57점이었던결과

와비교하여볼때분노를억제하거나표출하는것은높

은 반면 분노를 조절하는 능력은 낮았으며, 중고등학생

을 대상으로 연구한 박영주 등(2010)[23]의 연구와 비교

해보아도동일한결과를확인할수있었다. 이는대한민

국특수임무유공자(수행자)들이분노억제또는분노표출

과같은부적절한역기능적분노표현방식을사용하고있

으며, 분노조절능력이 저하되어있음을 의미한다.

1948년부터 북으로 파견된 특수임무 수행자의 경우

2004년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까지 50년이 넘는 시간동안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국가에서도이를부인하면서느꼈을분노가매우

심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분노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거나조절하는방법에대해서도알지못했을것으

로파악된다. 또한일상으로복귀후사회정착을위한보

훈보상금, 명예회복, 건강검진, 의료지원 등 국가적 노력

이미흡한상황에서적절한사회적응이어려웠을것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사회 부적응에 대한 문제로 인해 역기

능적 분노표현 사용을 증가시켰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는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분노표현의 차이를

살펴본결과에서사회적응에대한문제를가장심각하게

느끼고있는대상자에게서역기능적분노표현점수가가

장 높게 나타난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분노억제또는분노표출과같은역기능적분노표현을

사용할 경우 대인관계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

니라 고혈압, 암과 같은 건강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24, 25, 26] 적절한 분노표현 및 분노조절능력을 향상시

킬수있도록지금부터라도대상자의특성을고려한 5개

보훈병원및위탁병원에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 음악치

료사등심리전문인력증원및신규채용으로중장기적

인계획을세워사회적응프로그램및분노조절교육프

로그램의개발과사후관리등체계적이고효율적인운영

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대상자의자살생각에대한점수는 14.41점으로대학생

의 자살생각을 조사한 백선숙 등(2012)[27]의 연구에서

나타난 5.09점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김갑숙 등

(2015)[28]의 연구에서 나타난 8.21점보다 매우 높은 수

준이었다. 더욱이자살위험이가장높은연령대라할수

있는우리나라노인을대상으로자살생각을조사한양남

영, 문선영(2012)[29]의 연구와 비교해 보았을 때 수정된

도구를사용하여직접적비교는어려우나자살생각에대

한환산점수가 6.21점으로낮게나타나본연구대상자가

생각하는 자살생각 점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이에

대한보다근본적인대책마련이절실히필요하다고사료

된다.

자살생각은 자살을 시도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나 사

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살행위와는 다르지만 자살과정

에서 가장 선행하는 단계이며, 자살을 실행에 옮기는 위

험요인이 될 수 있다[30]. 때문에 자살생각 점수가 높은

대상자의경우자살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고할수있

다. 이러한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지만 그 중 사회적지지, 가족관계, 친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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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소속집단의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요인이 부각되고

있다[31].

자살생각에 대한 그동안의 선행연구 결과 사회활동

참여 정도와 사회적지지 정도가 높아질수록 자살생각이

적어진다고 하였으며[29, 32, 33], 사회참여로 인해 사회

적지지수준을증가하여자살생각에영향을미치게된다

고도 하였다[34]. 이러한 연구결과로 비추어 볼 때 사회

활동참여및사회적지지는자살생각에많은영향을미

치는 것으로 파악되며, 본 연구의 대상자인 대한민국 특

수임무유공자(수행자)의 경우국가와사회로부터인정받

지못하고일상복귀후적절한사회참여가어려웠던상

황에서 나타난 결과라 여겨진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은 결혼상태, 직업여부, 생활수준,

월 소득, 거주유형, 생활문제에따라차이를보였으며, 특

히사회적응의문제를심각하게호소하는대상자의경우

자살생각 점수가 가장 높았다. 이는 직업이 없는 경우와

경제상태가 낮은 경우 자살생각 점수가 높았던 양남영,

문선영(2012)[29]의 연구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하며, 결

혼 상태와 소득 사분위에 따라 자살생각에 차이를 보인

오창석(2012)[35]의연구결과와도일부유사한결과였다.

따라서대상자의자살예방을위해대상자의인구학적특

성은 물론 여가 및 취미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를돕고사회적응활동을위한프로그램개발및운

영을 통해 대상자의 자살예방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

다.

대상자의 삶의 질, 분노표현 및 자살생각의 상관관계

를 살펴본 결과 역기능적 분노표현과 자살생각은 삶의

질과역상관관계였으며, 역기능적분노표현과자살생각

은순상관관계를보였다. 이는삶의질과자살생각이역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주장한 정유준(2016)[11]의 연구

및분노표현이자살생각과순상관관계를보인다는진은

영, 서영미(2011)[3]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 즉 이러

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역기능적 분노표현과 자

살생각이증가할수록삶의질은저하되고역기능적분노

표현이 증가할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있었다. 또한대상자의자살생각에대한삶의질과분

노표현의설명력을검증하고삶의질과분노표현이자살

생각의 예측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대상자의자살생각에대하여삶

의질과분노표현은 42.9%의설명력을나타내어삶의질

과 분노표현은 중요한 예측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따

라서본연구의대상자인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수행

자)의자살생각을감소시키기위해서는무엇보다대상자

의삶의질향상과바람직한분노표현및분노조절이필

요하다 여겨지며, 대상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차원에서의대책마련과이들의적절한사회참여및적응

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수행

자)의 삶의 질과 분노표현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삶의질향상을위한경제적지원과더불어대상자의특

성을 고려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및 분노조절 교육 프로

그램의개발과효율적운영을통한역기능적분노표현의

감소가 필요하다 여겨진다.

5. 결론 및 제언
본연구에서는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수행자)들의

분노표현과 삶의 질, 자살생각 정도를 확인하고 대상자

들이 느끼는 분노표현과 삶의 질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삶의 질은 다른 인구집단에 비하

여 매우 낮은 수준 이었으며, 역기능적 분노표현과 자살

생각은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대상자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있는생활문제로경제적문제를선택한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사회 적응 문제 가장 심각한 생활문제라

생각하는 대상자들의 역기능적 분노표현과 자살생각 점

수가 가장 높았다.

대상자의 역기능적 분노표현과 자살생각이 증가할수

록삶의질은저하되고역기능적분노표현이증가할수록

자살생각이증가하는것을확인하였으며, 대상자의삶의

질과 분노표현이 자살생각에 대하여 가지는 설명력이

42.9%인 것으로 나타나 삶의 질과 분노표현이 자살생각

의 유의한 예측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그동안 국가와 사회로부터 관심 받지 못했

던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수행자)를 대상으로 삶의

질과 분노표현, 자살생각 정도를 확인하고 삶의 질과 분

노표현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특수임무

유공자(수행자)들의자살예방프로그램개발및대책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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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위한기초자료로서합리적인근거를마련하였다는점

에서그연구의의의가있다. 특히본연구결과를근거

로향후국가보훈처중장기적으로수립하는국가보훈발

전기본계획보훈복지의료공단의 5개보훈병원및 300여

개 위탁병원 운영방안과 궁극적으로 국회 특수임무유공

자(수행자)보훈의료법률안제정시도움을주고자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살과 연관이 있다고

열려진우울, 불안, 스트레스등을함께조사하여분석하

지못한한계가있다. 추후연구에서는이러한한계점을

보완한 연구와 더불어 대상자의 자살생각 감소를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과 분노조절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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