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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대 정신의학 연구의 흐름에서 트라우마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다. 1990년대의 Adverse Childhood Expe-

riences Study(ACE Study)는 어릴 적의 트라우마 경험이 

평생에 걸쳐 한 사람의 인생에 많은 사회적, 건강적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밝혔다.1) 어린 시절의 신체폭력, 성폭력, 언어

폭력, 신체적 방임, 감정적 방임과 같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은 없는 사람들에 비해 성인기의 위험한 건강행태(음주, 흡연 

등)를 많이 할 뿐 아니라 이의 영향을 배제해도 우울증, 자살

시도의 유병률이 몇 배 이상 높았다. 이 뿐 아니라 심장질환, 

만성폐질환, 암과 같은 신체질환의 유병률도 훨씬 높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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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This study looked at the effects of chronic IPV on suicide ideation among married women in the 
country.

Methods：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five-year-old Korea Welfare Panel and analyzed using questions 
about verbal and physical violence, depression and suicide ideation that were investigated every year. Age, edu-
cation, and economic levels, drinking, religion, chronic disease,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hip, satisfac-
tion with social relationship, were included as variables.

Results：The five-year cumulative score of verbal violence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depres-
sive symptom, and the relative risk was 1.180. The relative risk of five-year-old cumulative score of verbal violence 
in suicidal ideation was 1.276, and it was also significant even if they exclude the effects of depressive symptom. 
On the other hand, the five-year cumulative score of physical violence was found to have no significant impact on 
suicide ideation if they excluded the effects of depressive symptom.

Conclusions：Unlik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found that chronic verbal IPVs increase suicide ideation, 
even though they do not contain effects of depression. Such findings suggest that intervention in IPV in married 
women may help reduce the nation's suicid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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혔다. 이 연구에 이어 다양한 의학분야에서 트라우마에 초점

을 맞춘 수많은 연구들이 이어져 축적되고 있으며, 지역사

회, 교육계, 공중보건,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트라우

마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4)

많은 종류의 트라우마 중에서도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Intimate partner violence, IPV)은 전세계적으로 많은 문제

가 되고 있다. WHO에 따르면 여성에서의 신체적 IPV의 평

생유병률이 13~61%라고 한다.5) 한국에서 IPV는 감소 중이

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6) 2016년 조

사에 따르면 매년 41.4% 이상의 결혼한 여성과 남성이 가정

폭력을 경험했다.7)

대부분의 정신건강전문가들은 IPV와 정신건강의 연관성

에 관심이 높으며, 특히 우울증과의 상관관계는 수십 년 동

안 메타분석의 주제가 되어왔다.8) 한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

을 진단받은 여성들 중 61%가 IPV를 경험하였다.9) IPV와 

자살의 연관성을 밝힌 연구도 다수 있었는데,10) 여성의 경우 

IPV가 자살시도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남성에는 명

확하지 않다고 밝혔다.11) 또 다른 연구에서는 IPV에 노출된 

여성의 23%가 평생 1번 이상의 자살시도를 했다.12,13) IPV와 

자살사고의 관계는 IPV가 우울증상을 유발하고 이것이 자살

사고로 이어지는 것과, IPV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증상을 

유발하고 이것이 우울증상을 초래하여 자살사고로까지 이

어지는 2가지 경로모델이 제시되었다.14)

이와 같이 IPV와 자살사고의 연관성에 대한 관심이 많으

나, 횡단면의 형태로 살펴본 연구가 대다수이며, 시간에 따

른 장기간의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IPV가 수년간 축적이 된다면 자살사고에 영향을 줄 것이라

고 가정하였으며, IPV의 노출지수가 높을수록 자살사고가 

높아지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또한 언어폭력과 신체폭력

을 구분해서 분석하여 우울증상을 매개하지 않더라도 누적

된 IPV가 단독으로 자살사고를 높이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방       법

1. 연구대상 및 자료

이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복지

패널은 2005년 7,072 가구를 시작으로 2018년 13차 조사 시

에는 원가구 4,266가구에 신규 표본가구를 추가하여 전연

령대를 대상으로 전국 17개의 시도, 209개의 시군구의 총 

6,474가구를 방문하여 조사, 수집한 패널자료이다. 인구주

택 총조사의 자료를 1단계 추츨 틀로 사용하였으며, 가계소

득에 따라 2단계로 표본가구를 추출하였다. 조사방법은 교

육을 받은 조사원들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

루어졌으며, 2018년 13차 조사의 완료율은 96.50%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기혼상태이며, 20대 이상의 여성들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9차부터 13차(2014∼2018년)까지의 종

단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개시년도인 9차에서는 자살사고가 

없다고 보고한 총 3,353명의 기혼여성이 최종년도인 13차 

조사에서 IPV, 우울증상, 자살사고를 보이는지를 조사하여 

이들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 기관생명윤리의원회의 승인을 받았다(IRB 

No. 2020-08-0018).

2. 조사 도구

1)   언어폭력(Abusive language)과 신체폭력(violent 

behavior)의 노출지수

IPV는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으로 분류하였다. 한국복지

패널 자료에서는 지난 1년 동안 부부사이에서 배우자와의 

다툼 시 겪은 언어폭력 및 신체폭력을 조사하였다. <모욕적, 

악의적인 이야기를 하였다.>는 항목을 통하여 언어폭력에 

대해 평가하였고, <때리려고 위협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의 신체적 폭력의 위협을 가하였다.> 항목을 통하여 신체폭

력을 평가하였다. 각 항목은 원자료에서 분류한대로 ‘전혀 

없음’을 1점, ‘1~2번’을 2점, ‘3~5번’을 3점, ‘6번 이상’을 4점

으로 변환하여 빈도에 대한 4단계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5년간의 언어폭력, 신체폭력의 점수를 각각 합산하여 

산출된 값을 폭력 노출지수로 보았다.

2) 자살사고(Suicidal ideation)

자살사고(suicidal ideation)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자살

에 대해 생각한 적이 있는지 여부’, ‘자살을 처음으로 생각

한 때(나이)’, ‘자살을 마지막으로 생각한 때(나이)’, ‘지난 한 

해(12개월) 동안 자살에 대해 생각한 적이 있는 여부’에 대

해 물었다. 이 연구에서는 ‘귀하께서는 2018년 조사일 현재

를 기준으로 ‘지난 한 해(12개월) 동안 자살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의 응답을 기

준으로 분석하였다. 자살계획 및 자살시도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였으나 유경험으로 응답한 수가 각각 4명, 

2명으로 적어서 분석에 포함시키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

단하였다.

3) 우울증상

우울의 심각도는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단축형으로 측정하였다. 이는 

본래 20문항으로 이루어진 CES-D를 축소한 것으로 단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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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타당성이 인정받았다.15) 우울증과 관련된 증상들을 1) ‘극

히 드물다’(일주일에 1일 미만)부터 4) ‘대부분 그랬다‘(일주

일에 5일 이상)의 0∼3점 4단계 척도로 평가하였다. 이 연구

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참고하여 16점 이상을 우울증상이 있다

고 평가하였다.16)

4) 통제변수

이전의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우울증상 및 자살사고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인자들로 간주된 나이, 교육수준, 경제수준, 종

교, 음주, 만성질환 유무, 가족관계 만족도, 사회관계 만족도

가 변수로 포함되었다. 나이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등 6그룹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고, 교육수준은 

Table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by suicide ideation (Unit=%)

Variable
Suicidal ideation Total

p Yes No
3,353 (100)

57 (100) 3,296 (100)

Age (years) 0.890
20 1 (0.7) 22 (1.8) 23 (0.7)

30 5 (8.8) 338 (10.3) 343 (10.2)

40 11 (19.3) 739 (22.4) 750 (22.4)

50 12 (21.1) 658 (20.0) 670 (20.0)

60 13 (22.8) 643 (19.5) 656 (19.6)

70+ 15 (26.3) 896 (27.2) 911 (27.2)

Education level 0.404
Junior high (or less) 16 (28.1) 908 (27.5) 924 (27.6)

Middel school graduate 7 (12.3) 465 (14.1) 472 (14.1)

High school graduate 23 (40.4) 1,028 (31.2) 1,051 (31.3)

College graduate (or higher) 11 (19.3) 895 (27.2) 906 (27.0)

Household income 0.052
General 21 (36.8) 841 (25.5) 862 (25.7)

Low 36 (63.2) 2,455 (74.5) 2,491 (74.3)

Chronic disease 0.369
No 21 (36.8) 1,410 (42.8) 1,431(42.7)

Yes 36 (63.2) 1,886 (57.2) 1,922 (57.3)

Religion 0.424
No 30 (52.6) 1,559 (47.3) 1,589 (47.4)

Yes 27 (47.4) 1,737 (52.7) 1,764 (52.6)

Drinking 0.056
None 44 (77.2) 2,264 (68.7) 2,308 (68.8)

Once a month (or less) 4 (7.0) 322 (9.8) 326 (9.7)

2-3 times a month 1 (1.8) 442 (13.4) 443 (13.2)

2-3 times a week 6 (10.5) 208 (6.3) 214 (6.4)

4 times a week (or more) 2 (3.5) 60 (1.8) 62 (1.8)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hip ＜0.001
Not satistifed 10 (17.5) 87 (2.6) 97 (2.9)

Neutral 16 (28.1) 376 (11.4) 392 (11.7)

Satistied 31 (54.4) 2,833 (86.0) 2,864 (85.4)

satisfaction with social relationship ＜0.001
Not satistifed 3 (5.3) 71 (2.2) 74 (2.2)

Neutral 25 (43.9) 615 (18.7) 640 (19.1)

Satistied 29 (50.9) 2,610 (79.2) 2,639 (78.7)

Depression ＜0.001
No 25 (43.9) 2,977 (90.3) 3,002 (89.5)

Yes 32 (56.1) 319 (9.7) 351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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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등 4그룹으로 범주화하였

다. 경제수준은 가구균등화된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미만이면 저소득층,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으로 범주화

하여 대별하였고, 종교 및 만성질환은 유무로 대별하였다. 음

주는 전혀 안마심, 월 1회 이하, 월 2~4회, 주 2~3회, 주 4회 이

상 등 5그룹으로 나누었다. 가족관계 만족도, 사회관계 만족

도는 만족하지 않음, 보통, 만족으로 나누었다. 

3. 자료 분석

자료는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이하 

SPSS) 25.0 (IBM Corp., Armonk, NY, US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특성은 기술통계 및 chi-square test

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자살사고 유무에 따른 언어폭력과 신

체폭력 노출지수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는 독립표본 t-검정

을 실시하였다. 5년간의 IPV가 최종년도의 우울증상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5년간의 IPV가 최종년도의 자살사고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

하였다.

결       과

1.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총 3,353명의 기혼여성들이 연구조사에 포함되었다. 이 

여성들은 개시 년도에 기혼(별거 포함)상태였으며, 최종년

도까지 기혼 상태를 유지한 여성들이었다. Table 1에 전체 표

본의 인구학적 특성을 기술하였다. 3,353명 중 57명만이 최종 

년도에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

고, 대다수(3,296명)는 자살 사고가 없다고 하였다. 나이, 교

육 수준, 종교, 음주 수준은 두 군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

었다. 소득 수준은 자살 사고가 있다고 보고한 군이 아닌 군

에 비해 저소득층의 비율이 더 높았다(p=0.05). 가족관계 

만족도, 사회적 관계 만족도는 자살 사고가 있는 군에서 만

족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군의 비율이 만족한다고 보고한 군

에 비해 상당히 낮았다(p＜0.001). 자살 사고가 있다고 보고

한 군의 경우 우울증상을 갖고 있는 비율이 자살 사고가 없

는 군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p＜0.001). 

2. 연구대상자들의 IPV 비교

5년간의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의 노출지수는 각각 최저 5

점, 최고 20점이었다. 자살사고가 있는 군은 없는 군에 비해 

5년간의 언어폭력 노출지수가 높았으나(p＜0.001), 5년간의 

신체폭력 노출지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3. IPV와 우울

5년간의 언어폭력은 우울증상에 대한 상대위험도가 1.180

으로 언어폭력 노출지수가 1씩 올라갈수록 우울증상이 있을 

위험성이 1.180배 높아졌다(Table 3). 나이, 교육수준, 소득수

준, 종교, 음주, 만성질환의 영향을 배제하여 분석하였을 때

도(Model 1) 상대위험도가 1.202로 유의미하였다. 나이, 교

육수준, 소득수준, 종교, 음주, 만성질환, 사회관계만족도, 가

족관계만족도의 영향을 배제하여 분석하였을 때도(Model 2) 

상대위험도가 1.124으로 유의미하였다(p＜0.05). 신체폭력

과 우울증상의 상대위험도는 1.486로 신체폭력 노출지수는 

우울증상이 있을 위험성을 높였으며(p＜0.05), 나이, 교육수

준, 소득수준, 종교, 음주, 만성질환의 영향을 배제하여 분석

Table 2. Difference in IPV exposure index of 5 years with or with-
out suicide accident

Suicidal ideation
t p

Yes(n=51) No(n=3,130)

Verbal violence 8.20±3.28 6.43±2.03 -3.827 ＜0.001
Physical violence 5.39±0.94 5.15±0.62 -1.871 0.067

Table 4. R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the impact of 5 years of IPV exposure index on suicide ideation

Crude Model 1* Model 2† Model 3‡

RR (95% CI) RR (95% CI) RR (95% CI) RR (95% CI)

Verbal violence 1.276 (1.172-1.388) 1.263 (1.158-1.378) 1.157 (1.051-1.274) 1.136 (1.027-1.256)

Physical violence 1.362 (1.078-1.719) 1.344 (1.056-1.710) 1.077 (0.829-1.399) 0.995 (0.754-1.311)

* : Model 1 : adjusted by age, education level, household income, chronic disease, religion, drinking, †: Model 2 : adjusted by 
Model 1+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social relationship, ‡: Model 3 : adjusted by Model 2+depression

Table 3. R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the impact of 5 years of IPV exposure index on depression

Crude Model 1* Model 2†

RR(95% CI) RR (95% CI) RR (95% CI)

Verbal violence 1.180 (1.128-1.233) 1.202 (1.147-1.260) 1.124 (1.067-1.183)

Physical violence 1.486 (1.311-1.685) 1.518 (1.332-1.730) 1.293 (1.120-1.492)

* : Model 1 : adjusted by age, education level, household income, chronic disease, religion, drinking, †: Model 2 : adjusted by 
Model 1+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social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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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을 때도(Model 1) 상대위험도가 1.518으로 유의미하였

다. 나이, 교육수준, 소득수준, 종교, 음주, 만성질환, 사회관

계만족도, 가족관계만족도의 영향을 배제하여 분석한 후에

도(Model 2) 상대위험도가 1.293로 유의미하였다(p＜0.05).

4. IPV와 자살사고

5년간의 언어폭력은 자살 사고에 대한 상대 위험도가 1.276 

언어폭력 노출지수가 높을수록 자살 사고를 보일 위험성이 

높았다(Table 4). 나이, 교육수준, 소득수준, 종교, 음주, 만

성질환의 영향을 배제하여 분석하였을 때도(Model 1) 상대

위험도가 1.263로 유의미하였으며, 이에 사회관계만족도, 

가족관계만족도의 영향까지 배제하였을 때도 (Model 2) 상

대위험도가 1.157로 유의미하였다(p＜0.05). 우울증상의 영

향까지 배제하였을 때도(Model 3) 상대위험도가 1.136으로 

약간 낮아졌으나 여전히 유의미하였다 (p＜0.05). 

신체폭력과 자살 사고의 상대 위험도는 1.362로 신체폭

력 노출지수는 자살사고를 보일 위험성을 높였다. 나이, 교

육수준, 소득수준, 종교, 음주, 만성질환의 영향력을 배제하

였을 때는(Model 1) 상대 위험도가 1.344이었다(p＜0.05). 

하지만 이에 사회관계만족도, 가족관계만족도의 영향까지 배

제하였을 때는(Model 2)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으며(p=0.579), 

우울증상의 영향력까지 배제하였을 때 역시(Model 3) 상대

위험도가 0.995로 통계적으로도 의미가 없었다(p=0.970).

고       찰

본 연구에서는 5년간의 IPV의 노출이 자살 사고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5년 간의 언어폭력 노출지수는 우울

을 1.180배, 자살사고를 1.272배 높였으며 이는 우울증상의 

영향을 배제해도 유의하였다. 반면, 5년 간의 신체폭력 노출

지수는 우울을 1.486배, 자살사고를 1.362배 높였으며 우울

증상의 영향을 배제하였을 때는 자살사고에 유의미한 영향

을 주지 않았다. 

이전의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사용한 한 연구는 횡단면적

으로 언어폭력은 2년 후의 우울과 자살 사고를 각각 1.65배와 

1.40배, 신체폭력은 4.34배와 3.84배 높인다고 하였다.17) 하

지만 본 연구는 세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들과는 차이

가 있다. 첫째, 만성적인 IPV가 우울증상을 배제해도 자살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단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이

다. 둘째, IPV를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으로 나눠 유형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는지를 분석한 점이다. 셋째, 개시년도에 

자살 사고가 없었던 기혼여성들을 5년간 추적하여 자살사고

가 생기는데 영향을 준 요인을 분석한 후향적 코호트 연구

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5년간의 누적된 언어폭력이 이전에는 자살 사고가 없었

던 여성에게 정서적, 인지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주며 자살

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한다. 이전의 연구들을 토대로 만성적

인 IPV가 피해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여러 방면에서 고찰

해볼 수 있다. 트라우마가 뇌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많은 신

경생물학적 연구들을 통해 축적되어 왔으며,18,19) 판단력 저

하, 감정조절 어려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지 등을 유발

할 수 있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20,21) IPV가 피해여성의 뇌기

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제안되는 기전은 IPV와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뇌에 주는 생물학적 기전, 피해여성의 뇌에서 볼 

수 있는 해부학적 및 기능적 변화, IPV에 반응하는 행동반

응 으로 나뉠 수 있다.22)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만성적인 IPV로 인한 뇌구조와 기능의 변화가 자살 사고

의 증가에 장기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자살 행동의 신경생물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는바,23) 만성적인 IPV와 자살 사고의 관계를 뇌 

구조 및 기능 변화의 측면에서 살펴보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

요하다.

언어폭력은 자살 사고의 위험성을 높이지만 신체폭력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는 여러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로 본 연구자료에서 신체폭력을 당했다고 보고한 군이 

적다는 점이다. 최종년도에 자살 사고가 없다고 한 군에서는 

5년간의 신체폭력 누적지수가 5.15±0.62, 자살 사고를 보고

한 군의 경우에도 5.39±0.94로 최저점에 가까워 5년 내내 신

체폭력이 없었다고 보고한 여성의 비율이 높았음을 볼 수 

있다. 둘째로 본 연구에서 조사한 언어폭력의 경우 정서적 

폭력을 동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전의 연구들에 따르면 

IPV에 있어서 핵심은 강압과 통제이며, 가해자들은 오랜 시

간 동안 교묘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행동을 통제한다고 한

다. 이러한 행동통제에 노출이 되는 것은 피해자가 해를 입

을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게 하여 큰 스트레스가 되며, 이로 

인해 자살 사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24,25) 연인관계에

서의 정서적 폭력에 대한 미국의 연구에서는 파트너에 대한 

지배와 위협, 적대적 철수가 자살 사고를 높이는 반면, 신체

폭력은 자살 사고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26) 파트너로 인한 정

서적 학대는 무력감을 불러일으켜 피해자에게 자살만이 관

계로부터 도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할 수가 있으며,27) 

신체 폭력보다도 자살사고에 영향을 많이 줄 가능성을 고려

해볼 수 있다.

만성적인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아닌 사람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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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근에 IPV에 노출되는 확률이 높았으며, 노출될 경우 

자살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28) 최근에 IPV를 경험

한 여성들에서 우울증,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무력감, 약물

남용이 있는 경우 자살 시도의 확률이 더 높았다.29) 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무력감은 크게 영향

이 없었으며, 우울증이 정서적 폭력과 자살 사고의 연관성을 

매개하였다.30) 본 연구에서는 이전의 연구결과들과 다르게 

우울증상을 매개하지 않고서도 IPV 자체가 자살 사고에 영

향을 주었다. 이는 기존의 정신병력 및 우울증상이 없는 여

성의 경우에도 만성적인 IPV를 경험하면 자살 사고가 높아

지므로 IPV를 경험한 피해 여성에 대한 개입이 자살을 예

방할 수 있음을 제안하는 근거이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로 IPV 와 자살 계

획 및 자살시도와의 연관성은 찾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전

의 많은 연구들이 IPV와 우울증, 자살시도와의 연관성을 밝

힌 데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자살 계획 및 자살 시도가 있다

고 응답한 수가 너무 적어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둘째

로는 IPV가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기전을 밝

혀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셋째로는 우울증 외 외상후스트레

스 증후군 등의 다른 정신과적 질환의 동반유무 및 영향을 

평가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이전에는 자살 사고가 없

었던 여성에게 IPV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었을 때 우울증상

의 유무와 상관없이 자살 사고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밝혀

낸 것에 의의가 크다. 위와 같은 결과를 고려하면 IPV를 경

험한 여성에 대한 정신과적 개입이 자살률을 줄이는 데 도

움이 될 것이다. 기존의 정신병력이나 우울증상이 없는 여

성의 경우에도 만성적인 IPV를 경험하게 된다면 자살 사고

의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면밀한 관찰 및 평가가 필요할 것

이다. 또한 한 번도 IPV가 없었던 가정에 IPV 발생을 예방

할 뿐 아니라, IPV 경험이 있는 가정에 개입하여 앞으로 발

생할 IPV를 줄이는 사회적 임상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추

후의 자살을 줄이는 데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 IPV에 대

한 정신적 개입이 IPV에 대한 대중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과 정책 수립에 미흡하나마 본 연구결과가 근거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IPV 피해여성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생각에 빠져들기 전에 접근 용이한 지역사회기반 개입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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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 기혼 여성에서 만성적인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

였다.

방  법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한국복지패널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매년 조사된 설문을 이용하여 언어폭력 및 

신체폭력이 우울증상 및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나이, 교육수준, 경제수준, 음주, 종교, 만성질

환, 가족관계 만족도, 사회관계 만족도 등을 공변량으로 하였다.

결  과

5년 간의 언어폭력 노출지수는 우울을 1.180배, 자살사고를 1.276배 높였으며 이는 우울증상의 영향을 보정

해도 유의하였다. 반면, 5년 간의 신체폭력 노출지수는 우울을 1.486배, 자살사고를 1.362배 높였으며 우울증상

의 영향을 배제하였을 때는 자살사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결  론

이전에는 자살 사고가 없었던 여성에게 IPV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었을 때 우울증상의 유무와 상관없이 자살 

사고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밝혀낸 것에 의의가 있다. 위와 같은 결과를 고려하면 IPV를 경험한 여성에 대한 

정신과적 개입이 자살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중심 단어：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기혼 여성·언어 폭력·자살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