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용어 노인 스트레스 자살사고: , ,

서 론I.

연구의 필요성1.

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인구의2005

비율은 년에서 년 사이에 에서 로1980 2005 3.8% 9.1%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사회의 고령화.

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여러 가지 노인과 관련된 문

제가 유발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노인 자살문제는,

최근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은 년 이래 지. 1990

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 년 동안 약 배가 증가하였10 3

고 노인인구 만 명당 명이 자살로 사망하고 있, 10 69.4

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 수치는 다른 연령층 자,

살률의 배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3 (Korea National

향후 노인인구는 더욱 증가할Statistical Office, 2005).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초고령화 사회에서 이러한 현상

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어서 노인자살에 대한 간호사의

예방적 중재와 임상적 개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노인자살은 여러 가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 ,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데 이러한 노인자살,

의 위험요인을 크게 구분하면 원위적 위험요인과 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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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위험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Holkup, Tang, & Titler,

원위적 위험요인은 자살행동의 근본적 기초가2003).

되는 요인으로서 인구학적 특성 성격 특성 정서상태, , ,

개인과 가족의 정신질환 병력 등이 있다. 근위적 위험

요인은자살행동을촉발시키는 요인으로서 정신사회적

스트레스나 신체적 건강 등의 스트레스 등이 있으며,

이 중 부정적 생활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정신질환

과 같은 자살관련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자살위험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avanagh,

노인자살은 생활사건 자체Owens, & Johnstone, 1999).

보다는 이로부터 지각하는 스트레스에 의해 그 위험성

이 증가하기 때문에(Kõlves, Värnik, Schneider, Fritze,

노인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살행& Allik, 2006),

동을 촉발시키는 부정적인 생활사건으로부터 노인들

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에 대해 사정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하다고 하겠다(Conwell, Duberstein, & Caine, 2002;

그러나 기존의 노인자살 관련연구Kim, H. Y., 2005).

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우울증 등의 정신적 문

제와 자살행동 간의 관련성에 대해 주로 다루었을 뿐

노인의 스트레스와 자살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거

의 없는 상태이다.

노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노년기에,

흔히 경험하는 가족관계 건강문제 경제문제 가족이, , ,

나 친구의 죽음 가정환경 등과 같은 일상생활 사건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노인의 적응과 부적응을 예측하는

데 설명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 Kim,

우리나라 노인들이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는 스1999).

트레스는 가족관계 경제문제 건강문제 그리고 배우, , ,

자 죽음으로 인한 스트레스임이 보고되고 있는데(Mo

이로 인한 스트레스& Lee, 2002; Youn & Kim, 1994),

에 대해 잘 대처하지 못할경우 상황을 통제할 수없다

는 무기력감과 절망감에 빠져들게 되고 정서상태의 불

안정이나 비탄 증오감을 갖게 되면서 스스로 생을 마,

감하는 일탈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Kim, H. Y.,

2005; Park, 2005; Kõlves et al., 2006)

그러나노년기에경험하는이러한스트레스가노인자

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대한연구는아직 매우

미흡한상태이다 외국의경우 독일과에스토니아의자. ,

살자들은 비자살자들에 비해 자살 이전에 신체적 질병,

가족불화 소외 등을 더 많이 경험하였고, (Kõlves et al.,

노인 자살자들은 중장년 자살자들에 비해 자살2006),

이전에 건강문제는 더 많이 경험하였지만 경제적 문제

는 더 적게 경험하였다(Carney, Rich, Burke, & Fowler,

반면 우리1994; Conwell, Rotenberg, & Caine, 1990).

나라 노인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 변수로

는 주변인의 사망과 관련된 상실로 인한 스트레스로

조사되었으며 가족관계나 경제문제 건강문제로 인한, ,

스트레스는 노인의 자살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

하였다 이 밖에 우리나라 노인의(Kim, H. Y., 2005).

스트레스와 자살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가 어려운 상태이며 우리나라와 외국노인 간의 사회,

문화적 차이점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 노인들은 어

떠한 스트레스를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가 자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흔히 경험하는 가족

관계 건강문제 경제문제 상실 주거환경 문제로 인한, , , ,

스트레스로 나누어 노인의 유형별 스트레스를 파악하

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자살사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자살관련 행위 중에서 노인의 자살사고를 중심

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자살사고는 자신의 삶을 의.

도적으로 마감하는 것에 대한 생각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막연한 충동에서부터 자세한 계획까지를 포함하

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자살사고는 자살시도와 자.

살행동으로 이어지는 자살행위의 연속적 과정의 출발

점으로서 자살행동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실제적 자살행위로(Kim, 2002; Park, 2005),

발전되기 이전에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효과적 간호중

재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목적2.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노인들이 경험하는 가족관계 건강문제 경제문제, , ,∙

상실 주거환경 문제로 인한 유형별 스트레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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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사고의 수준을 파악한다.

노인들이 경험하는 가족관계 건강문제 경제문제, , ,∙

상실 주거환경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와 자살사고,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노인들이 경험하는 가족관계 건강문제 경제문제, , ,∙

상실 주거환경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사고,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연구방법II.

연구설계1.

본 연구는 노인의 가족관계 건강문제 경제문제 상, , ,

실 주거환경문제로인해 지각한스트레스가 자살사고,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2.

본 연구는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만 세 이상 노인61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자는 대구지역에 소302 .

재하는 개 복지회관의 기관장에게 협조공문을 발송하4

여 공식적인 협조를 요청한 뒤 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편의추출방식으로대상자를선정하였다 대상자의선정.

기준은만 세이상노인으로서연구목적에대한설명61

을듣고참여할것에동의하였으며 글을읽고쓸줄알,

거나청력에 이상이 없어 듣고답할 수있는 자로 선정

하였다 연구의자료를수집하기전에각대상자에게연.

구목적과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대상자들

로부터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년 월. 2007 3

부터 월까지였으며 총 대상자수인 명은 효과크기4 , 302

는 유의수준 는 양측검정으로 검정력 분석을.03, .05,α

하였을 때 검정력이 으로 나타나 대상.73 (Cohen, 1988)

자 수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측정도구3.

스트레스 척도1)

노인이 지각한 스트레스는 FILE(Family Inventory of

를 기초로 하여Life Events and Changes) Kim, M. J.

가 개발한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총(2005) .

문항으로 구성된 자가보고형 척도이며 하부영역으22 ,

로 가족관계 문항 건강문제 문항 경제문제 문항9 , 3 , 5 ,

상실 문항 주거환경 문제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각2 , 3 .

항목은 점 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1-5 Likert scale ,

을 합산하여 총점을 계산하였다 각 하부영역별 점수.

와 총점은 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각 영역별 스트레1-5

스 정도를 파악하기 쉽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스트레스가높은 것을 의미한다 의. Kim, M. J.(2005)

연구에서 본 도구의 Cronbach's coefficient⍺ = 이었.87

고 본 연구에서는 이었다 본 연구에서 각 요인별.91 .

Cronbach's coefficient⍺ = 으로 높게 나타났다.85-.93 .

자살사고 척도2)

노인의 자살사고는 와Beck, Kovacs Weissman(1979)

이 개발하고 와 이 자가보고, Shin, Park, Oh Kim(1990)

형 설문지로 변형한 을Scale for Suicidal Ideation(SSI)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19

며 하부영역으로 능동적 자살욕구 문항 수동적 자, 10 ,

살욕구 문항 준비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세부적으6 , 3 .

로 자살사고 욕구 경험 동기 통제 가능성 자살계획, , , ,

정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점 척도로 되. 0-2

어 있으며 점은 자살사고가 없음을 의미하고 점은, 0 2

자살사고가 많음을 의미한다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

하여 총점을 계산하였으며 가능한 총점은 점으, 0-38

로 총점이 높을수록 자살사고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coefficient⍺ = .87-.89(Beck et al., 1979;

로 높았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었Shin et al., 1990) , .98

다 도구의 타당도는 등 의 연구에서 절망. Beck (1979)

감 척도와의 유의하게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함으로

확인되었다.

자료분석방법4.

먼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노인의, ,

각 유형별 스트레스 및 자살사고의 수준을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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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각 유형.

별 스트레스와 자살사고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

하여 를 산출하였고 두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혼동시키는 다른 변수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편상관계수를 추가로 산출하였다 각.

유형별 스트레스가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회귀분석 시 다,

중공선성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상태지수VIF,

를 확인하였고 잔차분석을 통하여 잔차의 동질성과 정

규분포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III.

일반적 특성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과 같다 대상자의Table 1 .

가 남자노인이었으며 가 기혼이었고52.0% , 47.7% 45.7%

가 사별상태였다. 교육정도는 중등학교 졸업이 32.1%,

초등학교 졸업이 대학교 졸업 이상이 의29.8% 24.8%

순이었다. 종교는 없음이 로 가장많았고 불교가34.4% ,

천주교가 기독교가 의 순이었다28.1%, 23.5%, 10.6% .

경제수준은 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고 가28.5% 48.4%

낮거나매우낮다고하였고 가높거나매우높다, 33.1%

고 응답하였다. 대상자의 연령은 세 미만 전기노인75

이 세 이상 후기노인이 였으며 평균67.2%, 75 32.8% ,

연령은 세70.74 (SD = 였다4.82; range 62-91) .

각 유형별 스트레스 수준과 자살사고2.

노인의 각 유형별 스트레스는 배우자나 가족의 사망

과 관련된 상실로 인한 스트레스가 점 기준에 평균1-5

3.72 ±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1.20 (Table 2).

로 시력 청력 등의 감소나 만성질환과 관련된 신체적,

건강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평균 3.34 ± 이었고1.10 ,

가족 간의 갈등 부담 의견충돌 소외와 같은 가족관, , ,

계의 스트레스가 평균 3.22 ± 이었다 생활대책이나.97 .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 = 302)

Characteristics Variables Frequency %

Sex Male

Female

157

145

52.0

48.0

Marital Status Married

Single
Widowed

144

20
138

47.7

6.6
45.7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or more

90

97

40
75

29.8

32.1

13.2
24.8

Religion Protestant

Catholic

Buddhist
Others

None

32

71

85
10

104

10.6

23.5

28.1
3.3

34.4

Economic status Very low

Low
Moderate

High

Very high

59

57
86

80

20

19.5

18.9
28.5

26.5

6.6

Age 61-74
75

203
99

67.2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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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등과 관련된 경제적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평

균 3.19 ± 로 나타났으며 살고 있는 집의 구조나1.44 ,

환경의 불편 등 주거환경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평균

2.53 ±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노인들이 경험하는1.17 .

스트레스의 총 평균은 점 기준에1-5 3.19 ± 이었다.98 .

한편 노인의 자살사고는 능동적 자살욕구가 점 기0-20

준에 평균 9.37 ± 수동적 자살욕구가 점 기준7.35, 0-12

에 평균 6.18 ± 자살준비가 점 기준에 평균4.59, 0-6

2.33 ± 으로 나타났으며 자살사고 총점은 점2.30 , 0-38

기준에 평균 17.88 ± 이었다13.82 .

유형별 스트레스가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3.

각 유형별 스트레스 변수와 자살사고 간의 단순상관

관계 분석결과 가족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와 자살사고,

(r = .816, p < 신체적 건강으로 인한 스트레스와.000),

자살사고(r = .738, p < 그리고 경제문제로 인한.000),

스트레스와 자살사고(r = .719, p < 간에 유의한.000)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상실로 인한 스트레스.

와 자살사고(r = .625, p < 주거환경으로 인한 스.000),

트레스와 자살사고(r = .608, p < 간에도 유의한.000)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3). 유형별 스트레스 변

수 간의 상관관계도 에서 까지 매우 높게 나타.445 .701

남에 따라 다른 스트레스 변수들을 통제한 후 각 유형,

별 스트레스 변수와 자살사고 간의 관계에 대해 편상

관분석을 추가로 시행하였다 그 결과 가족관계로 인.

한 스트레스와 자살사고(r = .513, p = 신체적 건.000),

강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자살사고(r = .266, p = .000),

경제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와 자살사고(r = .200, p =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상실.001) ,

로 인한 스트레스와 자살사고(r = .098, p > 주거.092),

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자살사고(r = .045, p > .440)

Table 2. Levels of perceived stresses and suicidal ideation in older adults (N = 302)

Variables(possible range) M ± SD Min Max

Stress from family relationship (1-5)
Stress from physical health (1-5)
Stress from financial difficulty (1-5)
Stress from death of family member (1-5)
Stress from household Environment (1-5)
Stress total score (1-5)

3.22 ± .97
3.34 ± 1.10
3.19 ± 1.44
3.72 ± 1.20
2.53 ± 1.17
3.19 ± .98

1.00
1.00
1.00
1.00
1.00
1.18

5.00
5.00
5.00
5.00
5.00
4.73

Active suicidal desire (0-20)
Passive suicidal desire (0-12)
Preparation (0-6)
Suicidal ideation total score (0-38)

9.37 ± 7.35
6.18 ± 4.59
2.33 ± 2.30
17.88 ± 13.82

.00

.00

.00

.00

20.00
12.00
6.00
38.00

Table 3. Zero-order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perceived stresses and suicidal ideation in older adults (N = 302)

Variables

Stress from
family

relationship

Stress from
physical
Health

Stress from
financial
difficulty

Stress from
death of family

members

Stress from
household
environment

Suicidal
id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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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ess from family relationship
Stress from physical health
Stress from financial difficulty
Stress from death of family members
Stress from household environment
Suicidal ideation

1.00
.701(.000)
.683(.000)
.592(.000)
.564(.000)
.816(.000)

1.00
.631(.000)
.649(.000)
.603(.000)
.738(.000)

1.00
.615(.000)
.753(.000)
.719(.000)

1.00
.445(.000)
.625(.000)

1.00
.608(.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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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노인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에 제시된 바와 같다 노Table 4 .

인의 자살사고를 가장 많이 예측하는 변수는 가족관계

로 인한 스트레스였으며(β = .470, p = 가족관계로.000)

인한 스트레스가 노인의 자살사고에 대해 가지는 설명

력은 였다 그 다음으로 신체적 건강상태과 관련66.5% .

된스트레스(β = .224, p < 와경제문제와관련된스.000)

트레스(β = .187, p < 가노인의자살사고에대한유.001)

의한 예측인자였으며 노인의 자살사고에 대한 설명력,

은 각각 로나타났다 그러나 회귀분석 결과5.3%, 2.6% .

상실로인한스트레스와주거환경과관련된스트레스는

노인의자살에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문제와관련된스트레. , ,

스는 노인의 자살사고를 총 설명하는 것으로 나74.4%

타났다.

논 의IV.

본 연구는 가족관계 건강문제 경제문제 상실 주거, , , ,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노인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정도

를 파악하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노인의 자살사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노인들은 배우자와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상실과 관련

된 스트레스를 가장 높게 지각하였고 그 다음으로 건,

강문제 가족관계 경제적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주거, , ,

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 순으로 스트레스를 높게 경험

하였다 반면 노인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

레스 변수는 가족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건강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경제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의 순이었으,

나 상실과 관련된 스트레스 주거환경과 관련된 스트, ,

레스는 노인의 자살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가족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점 기1-5

준에 평균 3.22 ± 로 상실 스트레스 건강문제 스트.97 ,

레스에 이어 높게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과, Youn Kim

에서 보고된 바와 유사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1994) .

는 가족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노인의 자살사고에 가

장 큰 영향력을 가진 스트레스 변수인 것으로 확인되

었으나 이 결과는 노인들은 청장년층에 비해 가족관,

계의 문제로 인해 자살을 실행하는 경우가 더 적었다

고 보고한 등 과 등 의 결과Conwell (1990) Carney (1994)

와는 다소 다른 것이었다 이 원인으로는 미국 노인들.

은 우리나라 노인들에 비해 자녀에게 의존하거나 자녀

들로부터 경제적 부양을 받는 정도가 적고 개인주의,

적 사회 속에서 가족이 가지는 의미와 가족 간의 유대

관계가 밀접한 가족중심적인 한국사회와는 다소 차이

가 있기 때문으로 일부 추론할 수 있겠다 또한. Kim,

도 가족관련 스트레스는 노인의 자살사고H. Y. (2005)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그의 연,

구에서는 독거여부 의존성 스트레스 대처방식 등 가, ,

족과 관련되는 다양한 변수를 동시에 포함하여 분석하

였으므로 여러 변수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가족 스

트레스와 관련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련성을

명확히 추론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노인들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Table 4. The influences of perceived stresses on suicidal ideation in older adults (N = 302)

Variables Unstandardized B S.E.
Standardized

betas
Cumulative R

2
t p

Stress from family relationship
Stress from physical health
Stress from financial difficulty
Stress from death of family members
Stress from household environment

6.718
2.808
1.793
.810
.421

.653

.592

.511

.480

.544

.470

.224

.187

.070

.036

.665

.718

.744
-
-

10.285
4.74
3.509
1.69
.773

.000

.000

.001

.092

.440

F = 176.406(p = .000) R
2
= .749 Adjusted R

2
=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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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같은 가족부양을 기대하기가 힘들어진 반면 노

후준비는 미흡하여 자녀에게 생활을 의존하게 되고,

이로 인해 가족 내 역할과 지위의 상실을 경험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는 과거에 노인들이 지녔(Kim, 2003).

던 지위나 역할 경제력 등을 상실함에 따라 노인의 삶,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로 인해 자살을 시,

도하게 된다는 노인자살에 대한 사회학적 견해와도 일

치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나(Park, 2005).

라 노인들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간호사들은 노인

이 처한 가족적 환경과 가족기능에 대해 평가하며 고

위험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상담과 치료를 비롯한 가족

중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 노인들이 건강문제로 인해 경험한 스트

레스 수준은 평균 3.34 ± 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1.10 ,

건강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이 매우 높다고 한 기

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Choi, 1990; Lee & Kim,

또한 본 연구에서 노인의 건1999; Mo & Lee, 2002).

강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노인의 자살사고를 증가시

키는 예측변수임이 확인되었고 외국에서도 노인들은,

청장년층에 비하여 건강문제로 인해 자살을 실행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보고되었으므로(Carney et al.,

1994), 건강문제는 젊은층과 구별되는노인자살의 특징

으로서 노인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게 고려

되어야 할 점임을 시사하고 있다(Conwell et al., 1990).

특히 노년기에 흔히 이환되는 만성질환은 치료가 불가

능하고 평생에 걸친 관리가 필요하므로 우울증상과 같

은 심리적 문제나 사회적 소외와 고립 자녀들의 부양,

에의 의존 병원비나 약값 등 경제적 문제에 이르기까,

지 복합적인 영향을 주기 쉽다 따라서 노인의 자살예.

방을 위해서는 노인들이 건강문제로 인해 경험하는 스

트레스 수준과 신체적 질환에 대한 대처상태를 파악하

고 필요시 신체적 기능감소와 만성질환에 대한 대처,

기술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현.

재 많이 시행되고 있는 노인대학이나 건강강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으며 단순한 질병에 대한,

지식보다는 노인들이 경험하는 만성질환과 관련된 실

제적 대처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

겠다.

또한 경제적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점 기준에1-5

평균 3.19 ± 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문제로 인한 스1.44 ,

트레스는 노인의 자살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수임이 확

인되었다 이 결과는 노인층 자살자는 청장년층에 비.

해 경제적 문제로 인한 자살이 더 적었다고 한 미국의

등 과 등 의 결과와 다른 것Carney (1994) Conwell (1990)

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노인 중 경제상태가 좋.

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며 만원 미50

만의 소득을 갖고 있는 노인가구가 에 달하고 있29.7%

는 등 미국(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4)

과 비교할 때 노후 생활보장제도가 부족하여 경제적으

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노인이 더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노인의 자살문제예방에 있

어서는 기본적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인 요건이 충족되

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으며 특히 지역사회 내 저,

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살위험성을선별검사하고

노후 소득보장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겠다.

반면 상실로 인한 스트레스는 점 기준에 평균1-5

3.72 ± 로가장높게나타나 와1.20 Seo Hah(1997), Youn

과 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회귀Kim(1994) . 분

석 시 배우자나 가족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노인의 자살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등 의 결과를 지Conwell (1990)

지하였다 이는 노년기에 배우자 죽음은 우울감이나.

외로움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생활방식의 변화와 같은 다면적인 문제를 초래하는 노

년기의 중요한 스트레스 사건이지만(Silverman, 2002),

인생주기에서 일어나는 예측된 사건으로서 노인의 자

살을 직접적으로 촉발시키지는 않는 간접적인 위험요

인이며 가족(Conwell et al., 1990; Holkup et al, 2003),

이나 이웃의 지지 등에 의해 상실로 인한 부정적 영향

이 효과적으로 경감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Silverstein & Bengston, 1994).

본 연구결과에 따라 노인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서는 우선 노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가족문제 건강문,

제 경제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고 관련,

된 스트레스원을 교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특히 노.

인들은 정신건강기관을 잘 이용하지 않는 특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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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살사고와 관련된 정신적 문제를 주소로 의료기

관을 방문하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신체적인 문제

로 인해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을 방문하였을 때 노인

들의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고 자살위험군을 선별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또한(Holkup et al., 2003).

실제로 자살을 시행한 노인들의 절반 이상이 자살 이

전 달 이내에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면서 의료기관을1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으므로 자(Conwell et al., 1990)

살예방에 있어 의료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를 통해 발견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정.

신건강 관련기관이나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등과 긴

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자살예방과 치료중재를 시

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노인자살(Heisel, 2006).

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를 개선하거나 신체적

건강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처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고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사회정책적인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과 함께 노인전용 전

화상담 서비스나 노인자살예방 전용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자살예방 간호중재를 개발하여 그 효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겠다.

본연구의제한점은다음과같다 본연구는대구시내.

소재하고 있는 개 노인복지회관에서 대상자를 편의추4

출하였고대상자의경제수준과교육수준이우리나라노

인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므로 연구의 일반화에 주

의를기하여야할것이다 또한노인이지각한스트레스.

와 자살사고 간의 관련성만을 파악하였기 때문에 스트

레스에 대한 대처정도가 자살사고에 어떠한 추가적 영

향을주었는지에대해확인할수없었다 또한자살행위.

에있어서실제자살실행이 아닌자살사고를변수로포

함하였으므로실제자살실행에영향을주는위험요인에

대해서는 명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결론 및 제언V.

본 연구는 노인의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

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노인의 자살사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 서술적 조사연구이

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구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 명에 대해 노인의 스트레스 척도302 (Kim, M.

와J., 2005) Scale for Suicidal Ideation(SSI)(Shin, Park,

Oh, & Kim, 1990)을 이용하여 년 월부터 월2007 3 4

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노인들은 상실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가장 높게 경험하였고 그 다음,

으로 건강문제 가족관계 경제문제 주거환경으로, , ,

인한 스트레스 순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반.

면 노인의 자살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스트

레스 변인은 가족관계 건강문제 경제적 문제로 인, ,

한 스트레스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

하여 볼 때 노인의 자살사고는 복합적인 원인에 의,

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우리나라 노인의,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특히 가족관계 건강문제 경, ,

제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따

른 적절한 간호중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에 신체적 문

제로 인해 방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고위험군 노

인을 선별검사하고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과 관련,

정신보건센터 및 정신건강관련기관과 긴밀한 협력

을 통해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중재를 시행하는 것

이 필요할 것이다.

향후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대상자를 다양한 집단으로부터 확률을 추출하여 반복

연구를 시행할 필요가 있겠으며 각유형별스트레스원,

과 스트레스 대처양식 스트레스 인지 그리고 노인의, ,

자살행위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그 영향기전을 명확

하게 밝힐 필요가 있겠다 또한 자살사고를 가지고 있.

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전향적 종단적연구를 시행하여,

이들 중실제로자살을실행한노인들의 특성을 파악하

고 그 영향요인에 대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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