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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이론(Escape Theory)’ 모형에 기반한 

학교위험요인과 청소년 자살생각의 구조적 관계*1)

   박 재 숙**2)

( 구한의 학교)

[요 약]

본 연구는 학교위험요인이 어떠한 경로 구조를 통하여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Baumeister(1990)의 ‘도피이론(Escape Theory)’ 모형에 기반하여 확인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08 경
상북도청소년위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 경북지역 중․고등학교 청소년 2,33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학교위험요인 중 교사와의 관계위기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정적 자아존중감과 우울, 회피적 대처를 거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직접효과가 간접효과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여 교사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중요한 변인

임이 확인되었다. 반면 학교성적위기와 친구관계위기는 자살생각에 대한 직접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으

나 부정적 자아존중감과 우울, 회피적 대처 등의 변인을 거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연령별로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 간에 이러한 경로에서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함의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학교위험요인, 청소년, 자살생각, 부정적 자존감, 우울, 회피적 대처

1. 서론

청소년 자살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난 2007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10-19세 청소년의 사망 

원인 2위 으며, 여자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 다(통계청, 2009). 더욱이 청소년 자살률은 2001년 

 *본 연구는 저자의 2010년 경북 학교 박사학위논문을 축약, 변형한 것이다. 

** 구한의 학교 노인복지학과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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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수준이었던 것이 2008년에는 8.0%로 늘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박재연, 2010). 중국은 

상황이 더 심각하여 자살이 이미 청소년 사망원인 1위에 올라있으며(임 식, 2004), 미국도 1990년  

들어 꾸준히 청소년의 사망원인 2-3위 수준에 있다(Granello and Granello, 2007). 이처럼 청소년의 자

살은 특정 국가, 특정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청소년 문제이자 사

회문제이다(Ayyash-ABDO, 2002).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청소년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

인 노력에 나서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2004년부터 자살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종합

책을 수립하고 정책적 안을 찾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청소년의 자살을 설명하는 이론들과 경험적 

연구들은 주로 단일 차원에 국한해서 원인과 책에 접근하거나 주로 심리적 불안정시기에 나타나는 

충동적 행위나 우울, 불안 등 특정요인에 초점을 맞춰온 경향이 있다(Brent, 1987: 한국청소년상담원, 

2008). 그러나 자살의 의미와 그 이유를 이같이 특정 변인에 맞춘다면 자살에 한 의미와 이론은 간

과되거나 축소되기 쉽고, 원인을 단편적으로 해석한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Douglas, 1967).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그동안 자아존중감(Williams and Nada-Raja, 2001: Wild, 

Flisher, Bahana and Lombard, 2004: 박병금, 2006), 우울(김정수․노성덕, 2003: 김교헌, 2004: 박병

금, 2006: Ang and Huan, 2006), 무망감(Harter, Marold, Whitesell and Gobbs, 1996) 등 심리․정신

적 요인이 주로 다루어져 왔으며 인지적 와해(신민섭, 1993: 정 주․정 숙, 2007: 이은희․조윤자, 

2008), 처 태도(Blau and Gullotta, 1996: Meehan, Peirson and Fridjhon, 2007)와 같은 인지적 특성

이나 부부폭력목격 및 학 경험이나 가족화목, 부모의 양육태도, 자녀와의 의사소통, 부부갈등, 부모결

혼상태, 가정스트레스( Jaffe·Wlison·Wolfe, 1996: 박병금, 2006: 서혜석, 2006) 등의 가정요인과 학교

만족(김정수․노성덕, 2003: 이은숙, 2007), 학업성취도(Dubow, Kausch, Blum, Reed and Bush, 

1989: Kandal, Raveis and Davis, 1991:  정혜경 외, 2003: 박병금, 2006: 서혜석, 2006), 학교적응(전

주․이숙현, 2000: 김기환․전명희, 2000: 김현주, 2008), 교사 및 친구와의 관계(Kandel 외, 1991: 

전 주․이숙현, 2000: 김현주 2008: 이은숙, 2007) 등의 학교요인을 포함하는 외적 환경이 청소년 자

살생각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외 약물남용(Roy 외, 1991)이나 자살 및 엽기사이트 

방문(하연희, 2001: 박병금, 2007), 유명인의 자살(Shaffer, 1988) 등 사회적 변인과 사회경제적 지위

(Dubow 외, 1989), 성별(Sudak, Ford and Rushforth, 1984: 이은숙, 2007: 엄태완․강명진․최종순, 

2008: Bridge, Goldstein and Brent, 2008), 성별이나 연령(정 주․정 숙, 2007: Chang,Tao, Riley, 

Kann, Ye, Tian X, Tian B, Hu and Chen, 2009) 등의 인구학적 특성 역시 청소년 자살생각의 예측

변인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감안하더라도 청소년의 자살생각은 특정의 몇몇 변인

에 의해서라기보다 다양한 요인이 작용함을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자살은 여러 가지 요인들

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경로를 거치면서 유발될 수 있는 결과라는 점에 관심을 가

질 필요가 있다(Baumeister, 1990: Wong, Ang and Huan, 2007). 최근 자살예방을 위한 자살관련 변

인 연구에서 다차원적 원인에 의한 자살위험이나 자살행동의 경로 파악이 주요 관심사(Prinstine, 

2003: 이은희․조윤자, 2008: 박병금, 2009)로 떠오르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본 연구 역시 충동이나 우울 등의 특정 원인에서 청소년 자살문제의 원인과 구조를 찾기보다 청소

년의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하고 복합적인 내·외적 요인들에 초점을 두어 이러한 변인이 어떤 경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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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자살생각에 이르는지 그 구조를 확인하고자 하 다. 이를 위해 자살이론 중 외적환경과 심리․

정신적, 인지적 요인 등 다양한 변인의 통합적 경로과정에서 자살위험을 설명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Baumeister(1990)의 ‘도피이론(Escape Theory)’모형에 기반하여 본 연구의 모형을 설정하 다. 

Baumeister(1990)는 ‘도피이론(Escape Theory)’에서 자살위험은 기 를 꺾는 외부의 스트레스성 생

활사건이나 부정적 환경이 자기 평가나 자아존중감을 낮춰 자신에게 지나치게 민감해지면서 우울, 불

안 등의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고, 이러한 상황이 현실을 회피하는 부적응적 인지나 문제에 한 회피

적 태도를 가중시켜 결국 자살로 이끈다고 설명하며 자살에 이르는 6단계의 도식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외적 요인으로 학교 체계에 우선 

초점을 두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살원인이 주로 학교문제(김기환․전명희, 2000: 보건복지부, 

2008) 때문인 것으로 각종 조사결과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성적 중심의 치열한 입시 경쟁과 이로 인한 

비인간화와 몰 개성화, 자신들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에서 배제되는 취약한 청소년 권리 등의 구조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학교체계가 청소년을 각종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하여 내, 외적 부적응 현상을 

서구 청소년들보다 더 심각하게 경험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전 주․이숙현, 2000: 이

미리, 2006). 이를 통해 학교체계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향을 미치는 변인간의 경로를 밝

혀냄으로써 효과적인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개입방안 수립의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 한

다.

2.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자살생각

자살생각은 ‘자살충동’, ‘자살사고’라는 말과 종종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자신을 해

치거나 죽임을 가하려는 생각’(Bridge, Goldstein and Brent, 2008) 혹은 ‘자살을 행하는 것들에 한 

생각이나 사고’(White, 1989: 정 주․정 숙, 2007 재인용: 68), ’자기 자신을 죽이고 싶어 하는 생각‘ 

등으로 정의된다(박병금, 2006). Reynold(1988)는 자살생각은  죽음과 자살, 심각한 자기상해 행동에 

관한 총체적 생각과 사고를 의미한다고 하 으며 여기에는 자살계획, 수행, 자살행동의 결과와 관련된 

생각까지 포함된다고 설명하 다(Wong, Ang and Huan, 2007에서 재인용: 232). Reed와 Bush(1989)

는 자살생각을 자살시도, 자살완료로 이어지는 자살행위의 연속적 과정의 출발점으로 보았고 Kumar

와 Steer(1995)는 자살하기 위한 바램, 상상 또는 계획으로서 자살생각은 실제 자살시도에 선행하는 

과정으로서, 자살생각이 자살 시도의 중요한 예측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정 주․정 숙, 

2007에서 재인용: 68) 자살생각을 감지하는 것은 자살예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 다.

보건복지부(2008)가 조사한데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살생각률은 남자가 15.4%, 여자가 

22.9% 으며, 한국청소년상담원(2008)의 조사에서는 한번 이상 자살을 생각해본 경우가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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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에 달했으며 그중 여학생은 70.1%, 남학생은 49.6% 다. 물론 자살생각률은 조사기관과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건전한 성인으로서의 발달 과업과 심리적 혼란을 함께 겪는 청소년이 일상생활에

서 일어나는 문제로 자살생각에 시달리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거나, 심각할 경우 자살을 생각할 

수 있으며 자살생각의 증가는 청소년의 자살의 위험을 높여 결국 실제 자살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는 점에서, 체로 높게 나타나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살생각률 실태는 여러 함의를 던져준다. 본 연

구 역시 자살의 예방적 측면을 중요시하고, 자살시도나 자살완료 등의 극단적 상황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자살생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자살생각’에 초점을 맞추었다. 

청소년의 자살이나 자살생각과 관련된 그동안의 연구들은 다양한 요인들 중 일부만을 다루거나 단

편적 직·간접 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 머물러 다양한 요인들 간의 경로 관계를 통합적으로 다루지 못

했으며(손정남, 2009)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경로의 구조적 관계에 한 정보 또한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 다(우채 ․박아청․정현희, 2010).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간의 관계 및 경로를 분석함으로써 청소년을 자살생각으로 이끄는 구조를 확인하

고자 한다.

한편, 일부에서 자살위험과 같은 문제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동시에 고

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나(박재연, 2010) 구본용과 유재민(2003)이 청소년의 위험 행동에 한 

향변인 158개를 데이터 마이닝하여 최종적으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구분, 적용시켰을 때 위험요인

이 보호요인에 비해 높은 설명력을 가진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Pelkonen과 Marttunen(2003) 역시 자

살과 같은 위험 행동을 막기 위해서는 보호요인을 강화하는데 앞서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우선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 다. 본 연구도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의 자살과 관련한 위험요인에 우선 초

점을 두어 다루었다. 

2) Baumeister의 도피이론(Escape Theory)

도피이론은 인간의 자살위험을 단편적인 원인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외적 환경과 심리·정

신적 요인, 인지적 요인 등 여러 요인을 동시에 다뤄 자살을 설명한다(신민섭, 1993). 또한 다양한 차

원의 예측요인들이 어떻게 작용하며, 또한 이러한 변인들이 어떠한 선형적 경로(linear paths)를 거쳐 

자살과 같은 자기 파괴적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그 과정(process)을 보여주는데 유용한 모델로 활용되

어 왔다(Dean and Range, 1999: Blackburn, Johnson, Blampeid, Popp and Kallen, 2006).

도피이론을 처음 주창한 Baumeister(1990)는 자살을 ‘자기로부터의 도피’ 즉, ‘자기와 관련된 고통

스런 감정과 생각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념화하 으며 보통 6단계의 과정을 겪는다고 

설명하 다. 즉, a) 외적 환경으로 인해 빚어지는 현실 상황이 일반적인 기 나 표준에서 벗어나는 단

계, b) 기 와 현실의 불일치로 인한 부정적 상황에 해 자기 탓, 자기비난을 하며 자기 존중감이 저

하되는 단계, c) 이로 인해 자신에게 매우 민감해져 지나치게 자기를 인식하는(self-awareness) 단계, 

d) 우울이나 불안 같은 부정적인 정서 상태의 단계, e) 인지적 왜곡(cognition distruction) 단계, f) 자

살(생각, 행동, 완료)단계 등을 거치는데 다양한 변수들이 일련의 경로를 거치면서 작용하여 자기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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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적인 자살위험을 증가시키고 결국 자살을 결정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사람들이 자살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결정하는 지에 관한 측정 가능한 합리적 과정을 제시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자살

을 통합적, 논리적 과정으로 설명한다(Dean and Range, 1999). 이러한 일련의 과정적 구조로 구성되

어 있는 도피이론 모형은 <그림 1>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부 정 적 

  외부

  환경

 부정적

  자기

  평가

   높은

 자기인식

 부정적

  정서

 인지적

  와해
  자살

<그림 1>  도피이론의 모형 구조(Baumeister, 1990)

본 연구에서는 Baumeister(1990)의 도피이론 모형 6단계를 5단계로 설정하여 모형의 현실적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 다. 이 모형의 3단계 과정인 자기인식단계의 경우 자기부정이나 자존감 하락과 의

미가 다소 유사하여 선행연구들에서도 이를 생략하거나 자기평가 과정인 자아존중감 저하 단계를 자

기인식과정과 통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Dean and Range, 1999: 이은희와 조윤자, 2008) 본 

연구도 이에 따랐다.

도피이론모형을 경험적으로 검증한 예가 흔치않은 가운데 Dean과 Range(1996)가 학생 168명을 

상으로 도피이론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한 결과에서 부정적 생활사건과 완벽주의, 완벽주의와 우울, 

우울과 무망감 간의 경로가 유의미하 으며 뒤를 이어 삶에 한 인식과 자살간의 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록 무망감과 삶에 한 인식의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도피

모델의 선형 경로들이(linear path) 완벽하게 완성되지는 못했지만 부분의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어 모형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Dean과 Range(1999)는 또 정신건강센

터의 외래환자 중 성인 132명을 상으로 도피이론을 적용, 우울과 무망감, 무망감에서 부정적 인지, 

부정적 인지와 자살생각 간의 경로를 확인하 는데 부분의 경로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무망감은 직접적으로도 자살생각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생활사건에서 우울로 이

어지는 경로를 제외한 부분의 경로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하여 도피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하

다. 한편, 국내에서는 정 주와 정 숙(2007), 이은희와 조윤자(2008)가 도피이론의 일부 모형을 적용

하여 청소년들의 우울, 인지적 와해, 자살생각 혹은 자아정체감과 우울 및 인지적 와해, 자살생각간의 

경로를 검증한 결과 각 경로들이 직․간접적으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어 도피이론의 국내 자

료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 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체로 도피이론모형에서 제시하는 구조를 활용

하면서도 모형에서 제시하는 변인에 집중하지 않거나 일부 구조만 차용한 경우가 부분이어서 본 연

구에서는 보다 원형에 가까운 구조와 변수를 활용하 다.

한편, 도피이론 모형은 선형 관계에 의한 변인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 외적생활사건이라는 

독립변인에 중심을 두어 심리․정신적 요인, 인지적 요인을 거쳐 자살로 이어지는 간접적인 경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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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맞추고 있어 변인 간의 복잡한 직․간접 관계를 설명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 청소년의 자살생

각을 설명하는 다양한 경험적 연구에서는 도피이론이 제시하는 것처럼 부정적 생활환경이 자아존중감 

및 우울, 인지적 왜곡이나 처 특성 등 여러 매개변인을 거쳐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간접 효과를 발

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다른 변인과의 다양한 직․간접 효과를 발휘하는 결과도 선행연

구에서 다수 발견되나, 도피이론모형에서는 이러한 변인들 간의 복잡한 구조는 제 로 설명하지 않는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있어 도피이론이 제시하는 다양한 변수의 경로를 기

반으로 하면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 로 각 변수들의 직·간접 관계를 보완하여 모형을 설정하 다.

3) 학교위험요인

학교는 청소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학교에서의 생활이 현재 및 장래의 적응과 관련

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전 주․이숙현, 2000). 청소년 자살에 향을 미치는 학교체계에 관한 요

인들의 경우 학교에 한 즐거움의 부재와 학업에 한 어려움, 교사 및 교우 등과의 인관계에서 

오는 좌절감과 절망감이 주를 이룬다(이종길, 2009). 즉, 학교에 한 기 와 흥미가 없고, 공부를 하

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교사나 친구 등과의 인간관계에서 문제를 가질 때 청소년들은 종종 낮은 자존

감과 우울증으로 고통을 겪고 이러한 감정들이 자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Kandal 외(1991)는 학교 환경은 가족 못지않게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중요한 향을 미치며 특히 

친구지지와 교사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송동호(1998)는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경우 낮은 성적과 친구와의 갈등이 자살생각에 특히 향을 미친다고 하 으며 류진아(2009)는 청소

년들이 학교와 관련해서 학교에서의 인관계, 학업 및 학업성적 진로나 입시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자살을 주로 생각하는데 특히 학교 내 또래 간 문제가 있을 때, 공부가 힘들거나 성적이 마음먹은 

로 나오지 않을 때, 교사와 갈등이 있을 때 자살을 생각한다고 하 다. 결국 학교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위험요인들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입시중심의 

우리나라 교육환경에서 학교성적의 문제가 청소년들에게 많은 부담과 스트레스를 안겨주고 있으며 교

사나 친구관계 등 인간관계가 자살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학교위험요인은 자살위험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는 자아존중감과 우울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ato와 Lerner(1981)의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친구관계와 교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인

식하는가에 따라 그들의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하게 변화되었으며 청소년들의 학업성취 역시 자아존중

감과 관련을 가져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박 신과 김의철(2001)은 교사와의 

관계가 부정적이면 부정적 자아개념이 형성되어 실패감, 낮은 동기, 낮은 성취감 등을 나타낸다고 보

고하 으며 김지 과 이형실(2010) 역시 청소년의 또래 관계 질이 자아존중감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이처럼 청소년은 학교 체계의 다양한 요인과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학업에 한 어려움을 

느끼거나, 교사나 친구 등의 인 관계에서 오는 좌절감이나 절망감을 느낄 때 스스로를 열등한 인간

이라는 생각으로 괴로워하며, 자신에 한 평가와 가치를 저하시킨다고 볼 수 있다. 

학교요인과 우울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선행연구 역시 그동안 꾸준히 진행되었고, 일관적으로 두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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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간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Fauber, Forehand, Long, Burke, and Faust, 1987). 특

히 청소년의 학업과 관련한 문제는 우울의 주요 예측변수가 되고 있는데 Rubin 외(1992)는 청소년에

게 학업성취에 한 심리적 압박은 우울증에 유의한 스트레스라고 하 으며(홍 수, 2004에서 재인

용: 25) 박금순(1995)은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성적에 한 부담이 적을수록 청소년의 우울은 낮다고 

하 다. 아시아지역 청소년들의 학업부담 문제를 다룬 Ang과 Huan(2006)의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이 

느끼는 학업부담은 우울에 심각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와의 관계 역시 청소년의 우울

과 매우 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Ayyash-ABDO, 2002) 실제로 Lin과 Tang, Yen, Ko, 

Huang, Liu, Yen이(2008) 만의 고등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또래와의 관계에서 만족감이 낮

을수록 우울증 경향을 더 많이 보 고 이경님(2002)의 연구에서는 고등학교생의 경우 또래 애착이 우

울에 직접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도피이론에서 제시되는 인지적 와해나 회피적 처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상 적으로 적은데

다 특히 학교위험요인과의 관련성에 한 연구들이 드물어 논리적 근거가 미약하 다.

4) 자아존중감과 우울, 회피적 대처의 관계

‘자신에 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보다 자신의 내

면에서 더 많이 비롯되는 자신의 가치에 한 개인적 지각’이라고 할 수 있는(Barker, 2003) 자아존중

감은 우울을 설명하는 변수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Lewinson, Gotlib and Seeley, 1997: Burwell 

and Shirk, 2006 재인용: 479).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우울증이 높은 것은 일반적이며 이는 여러 실

증 연구에서도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박병금, 2007). 서혜석(2006)이 고등학교 청소년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우울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Plunkett 외

(2007)의 연구에서 미국 고등학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적 향을 확인한 결과 

부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터키의 고등학생을 상으로 한 Siyez(2008)의 연구와 만의 

고등학생을 상으로 한 Lin 외(2008)의 연구도 유사한 결과를 보 다.

Moos(1990)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의 경우 인지적 와해의 특징인 감정적, 회피적 

태도를 주로 드러냈으며(Mullis and Champman, 2000에서 재인용: 539), Berzonsky(1992)는 후기 청

소년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을 상으로 자아정체감과 처 태도에 한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자아정체성에 혼란을 겪을수록 현실 문제를 인지하는데 회피적 사고와 태도를 주로 사용하며, 자아정

체성이 높은 경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한다고 하 다. Chapman과 Mullis(2000)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회피적 태도에 한 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은 문제

에 해 타인을 비난하거나, 문제에 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될 로 되라는 식으로 내버려두며, 낮

잠을 자거나 음악을 듣거나 하는 방식으로 문제 상황을 피해가려는 태도를 나타낸다고 하 다. 이 같

은 결과는 청소년들의 자아 개념이 인지적 특성, 특히 문제에 한 처방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처는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로부터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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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노력‘으로 정의되는데(Lazarus and Folkman, 1984) 크게 적극적 처(active coping)와 소극

적 처(withdrawal coping)로 나눠진다. 적극적 처는 문제에 한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인지적 

시도와 문제나 결과를 직접 다룸으로써 그것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려는 반면, 소극적 처는 문제를 

부인하거나 최소화하려는 인지적 시도 및 상황에 직면하기를 회피하거나 부정적 정서를 표현함으로써 

긴장을 완화하려는 행동을 말한다(류진아, 2009). 성인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극적 처와 회피적 

처를 동시에 드러내는데 반해 청소년의 경우는 문제를 피하고 축소시키려는 소극적 태도를 자주 보

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약물중독에 빠지거나 공격성, 우울 등의 정신적 문제나 자살과 같은 문제행동

을 드러내기도 한다(Suldo 외, 2008).

처는 청소년 발달에서 중요한 관심 주제로 인식되면서도 실제로는 청소년의 자살위험과 같은 자

기 파괴적 행위 측면에서 그리 큰 관심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의 처에 한 심리․정

신적 측면의 향력이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이에 한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Meadus, 

2007). Kandal 외(1991)는 자아존중감이나 가족 스트레스, 사회 부적응 등과 함께 처유형이 우울과 

관련될 때 위기가 증가한다고 지적하 다. Lewis(1988)는 부정적 생활사건을 겪은 청소년의 경우 우

울이 자기 파괴적 회피 행동에 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우울과 처 간의 관계를 알리는 

실증적 단서를 제공했다. Meadus(2007)도 우울증을 가진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형성에 문

제를 갖게 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사적 문제에 적절하게 처하지 못하는 특징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3.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자살에 이르는 복합적 변인의 경로를 설명하는 Baumeister의 ‘도피이론’을 기반으로 학

교성적위기, 교사관계위기, 교우관계위기 등 학교위험요인이 부정적 자아존중감과 우울, 회피적 처

를 매개하여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고자 하 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

구의 모형은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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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관계

위기

학교

흥미

위기

부정적

자존감

우울 회피적

대처
자살생각

교사와

관계

위기

<그림 2>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및 분석자료

본 연구는 경상북도청소년지원센터가 2008년 경상북도 24개 지역(10개 , 14개 郡)의 초․중․고

교 재학생을 상으로 조사한 ‘2008 경상북도청소년위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과 성별, 학년, 학교 등의 변수에 해 무응답한 자료를 제외한 8,936명의 자료 중 구미, 포항 

등 2, 3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지역 청소년을 전체의 40%로 먼저 설정하고, 행정구역상으로는 

시( )이지만 농촌지역의 특성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을 도농복합지역으로 하여 30%, 군(郡)단위

의 전형적 농촌지역 청소년을 전체의 30%로 각각 배정, 4: 3: 3의 비율로 표집하 다. 이는 원 자료

가 경북지역의 특성상 농촌지역에 지나치게 편중된데 따른 결과의 왜곡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이어 

주요 변수에서 결측 값을 보인 자료를 제외한 총 2,335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 다. 

3) 조사도구 및 변수 구성

본 연구에서 활용된 2차 자료는 구본용 등(2005)이 개발한 위기평정척도를 활용하여 수집된 자료

들이다.

(1) 학교위험요인

원 자료 중 학교위험요인에 해당하는 학교성적위기(4문항), 교사와의 관계위기(4문항), 친구관계위

기(5문항) 등 3개 요인을 활용하 다. 이중 학교성적위기는 척도의 신뢰도를 지나치게 떨어뜨리는 한 

개 문항을 제외한 것이다. 3개 요인은 각각  5점 리커트 척도방식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동의 강도를 말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위기가 높은 것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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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chronbach-α)는 학교성적위기가 .77, 교사관계위기 .85, 친구관계위기

는 .85로 체로 양호하 다. 

(2) 부정적 자아존중감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원자료의 자아존중감 위기에 해당되는 4개 문항을 사용하 다. ‘나는 이제까

지 자신을 별로 가치있게 여기지 않았다’ ‘나는 체로 낙오자라고 생각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

으며 5점 리커트 척도방식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동의 강도를 말하

도록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위기, 즉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chronbach-α)는 .81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3) 우울

원 자료의 우울은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늘 마음이 슬퍼진다’,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등 

총 6개 문항을 사용하 다. 원 자료의 우울척도는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자살과 관련된 문

항이 포함되어 종속변수와 개념이 중첩된다고 판단하여 해당 문항을 제외하 다. 5점 리커트 척도방

식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동의 강도를 말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위기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우울 척도의 신뢰도(chronbach-α)는 .87

로 나타났다.

(4) 회피적 대처

원 자료에서 사용된 회피적 처는 ‘나는 문제를 나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나 자신을 원망한다’ ‘스

스로 해결하기보다는 누군가 문제를 해결해주기 바란다’ ‘나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모든 일이 귀찮아

서 잠을 청한다’ 등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리커트 척도 방식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동의 강도를 말하도록 하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회피적 처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chronbach-α)는 .83이었다.

(5) 자살생각

자살생각은 단일문항으로 측정한 것으로 자살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경험을 물었다. 즉, 자살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이 있는 지에 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동의 

강도를 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을 구체적으로 해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4) 자료분석

학교성적위기, 교사와의 관계위기, 친구관계위기 등 학교위험요인이 부정적 자존감과 우울, 회피적 

처를 매개하여 청소년 자살생각에 향을 미치는 직․간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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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 다. 주요 분석방법은 측정모형분석이 먼저 실시되고, 여기서 측정모형의 적합성이 확인되면 

잠재변수 사이의 향관계에 해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한다.

모형의 분석은 AMOS 7.0 프로그램을 이용하 으며 모형의 적합도는 카이제곱((X²) 통계치와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r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Approximation)적합도 지수를 살펴보았다.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는 적합도 지수는 여러 종류가 있

지만 CFI, TLI, RMSEA지수가 불필요하게 복잡한 모형을 선호하지 않고, 모형오류와 간명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적합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홍세희, 2000). CFI, TLI 지수는 

값이 .90이상이면 모델이 적합함을 의미하며, RMSEA는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는데 일

반적으로 .05보다 작으면 좋은 적합도, .08보다 작으면 괜찮은 적합도, .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로 모

형의 채택여부를 다시 고려해 보아야 한다(김주환 등, 2009).

4.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 상자 총 2,335명 중 성별로는 남자가 1,151명(49.3%), 여자는 1,184명(50.7%)이었다, 고등학

생은 1,486명으로(63.9%) 중학생 849명(36.1%) 이었으며 학년별로는 고등학교 1학년이 782명(33.7%)

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등학교 2학년 510명(21.5%), 중학교 2학년 313명(13.4%), 중학교 1학

년 292명(12.5%), 중학교 3학년 244명(11.4%), 고등학교 3학년 194명(7.5%) 순이었다. 거주 지역은 

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930명(39.8%)이었으며 도농복합지역은 706명(30.2%), 군(郡)단위의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699명(29.9%)이었다. 부모 상태는 양친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가 1,999명

(85.6%)으로 다수 으며 어머니만 있거나(130명, 5.6%), 아버지만 있는 경우(98명,4.2%), 친부와 

계모(47명, 2.0%), 친모와 계부(21명, 0.6%)가 있는 순이었고 양친 모두 없거나( 18명, 0.8%), 양친 

모두 양부모(15명, 0.6%)인 경우도 있었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가정의 경제수준은 ‘보통’이라고 응답

한 경우가 1,671명으로 전체의 71.7%를 차지했으며 어려운 편(444명, 19.0%), 잘 사는 편(153

명,6.6%), 매우 어려운 편(68명, 2.9%), 매우 잘사는 편( 29명, 1.2%)이 뒤를 이었다.

2) 연구모형의 분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구조모형의 분석에 앞서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확

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X²=2756.813(df=362), CFI=.929, TLI=.921,  

RMSEA=.053으로 나타나 측정모형이 자료와 비교적 잘 부합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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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수 비표 화계수 표 화계수 S.E. C.R.

학교성 기1←학교성 기

학교성 기2←학교성 기

학교성 기3←학교성 기

학교성 기4←학교성 기

1.000

 .801

1.027

 .696

.771

.639

.741

.568

.029

.033

.028

27.548***

31.036***

24.662***

교사 계 기1←교사 계 기

교사 계 기2←교사 계 기

교사 계 기3←교사 계 기

교사 계 기4←교사 계 기

1.077

1.000

1.125

.842

.850

.788

.840

.618

.025

.027

.028

42.726***

42.270***

29.858***

친구 계 기1←친구 계 기

친구 계 기2←친구 계 기

친구 계 기3←친구 계 기

친구 계 기4←친구 계 기

친구 계 기5←친구 계 기

 .852

 .852

1.000

 .815

 .904

.782.

.681

.790

.722

.736

.022

.026

.023

.025

38.801***

33.137***

35.463***

36.242***

자아존 감1←부정 자존감

자아존 감2←부정 자존감

자아존 감3←부정 자존감

자아존 감4←부정 자존감

.904

1.000

 .755

1.009

.750

.755

.708

.696

.025

.022

.030

36.271***

34.110***

33.446***

우울1←우울

우울2←우울

우울3←우울

우울4←우울

우울5←우울

우울6←우울

1.025

1.083

 .838

.945

1.000

.935

.813

.857

.757

.695

.742

.634

.026

.026

.023

.028

.031

39.542***

41.813***

36.589***

33.348***

30.235***

회피 처1←회피  처

회피 처2←회피  처

회피 처3←회피  처

회피 처4←회피  처

회피 처5←회피  처

회피 처6←회피  처

.798

.972

.981

.869

1.014

1.000

.607

.703

.715

.624

.665

.746

.046

.046

.045

.050

.045

26.666***

26.955***

24.423***

25.612***

27.733***

<표 1>  측정모형의 합도 지수

X² df p CFI TLI RMSEA

2756.813 362 .000 .929 .921 .053

또한 모든 경로계수(요인부하량)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측정변인

들이 잠재변인을 잘 반 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표 2>  측정모형에 한 확인  요인분석의 결과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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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모형분석 결과

다음으로 잠재변수 사이의 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본 연

구의 모형은 자료에 잘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X² df p CFI TLI RMSEA

2894.276 388 .000 .928 .920 .053

<표 3>  구조모형의 합도 지수

다음으로 잠재변인 간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 3>, <표 4>와 같다.

학교

성적

위기

친구

관계

위기

부정적

자존감

우울
회피적

대처

자살생각

교사

관계

위기

.049

.019
.550***

.111***

.073***

.338***

.074***

.077***

.097*.619***
1.025***

.035*

.615***

.067

1.356***

<그림 3>  잠재변인 간 표 화된 경로계수( 선 화살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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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S.E. C.R

학교성 기→자살생각

교사와의 계 기→자살생각

친구 계 기→자살생각

학교성 기→부정  자존감

교사와의 계 기→부정  자존감

친구 계 기→부정  자존감

학교성 기→우울

교사와의 계 기→우울

친구 계 기→우울

부정 자존감→우울

부정  자존감→회피  처

부정  자존감→자살생각

우울→회피  처

우울→자살생각

회피  처→자살생각

 .084

 .112

 .025

 .448

 .084

 .567

 .099

 .041

 .118

1.059

1.057

 .087

 .467

 .768

 .161

 .049

 .077

 .019

 .338

 .074

 .550

 .073

 .035

 .111

1.025

1.356

 .067

 .619

 .615

 .097

.048

.034

.046

.033

.025

.026

.026

.019

.023

.038

.081

.207

.072

.136

.084

1.750

  3.338***     

 .540

 13.613***

  3.330***

  21.669***

  3.808***

 2.215*

   5.041***

  27.498***

  13.013***

 .419

   6.510***

   5.630***

 1.907*

<표 4>  잠재변인 간 경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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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경로에서 학교위험요인 중 교사와의 관계위기→자살생각으로의 직접 경로는 표준화된 경로계수

가 .077로 교사와의 관계에 위기가 커지면 자살생각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반면 학교성적위기→자살

생각( .049)과 친구관계위기→자살생각(.019)의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학교성적위기→부정적 

자존감의 직접 경로(.338)와 교사와의 관계위기→부정적 자존감(.074), 친구관계위기→부정적 자존감

(.550)의 경로들은 p<.001수준에서 모두 유의하여 학교위험요인의 증가는 부정적 자존감의 증가에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부정적 자존감→우울 경로(1.125), 부정적 자존감→회피적 처(1.356)의 경

로가 유의미하여 부정적 자존감이 커지면 우울과 회피적 처의 증가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러나 부정적 자존감→자살생각에 미치는 직접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우울→회피적 

처의 경로( .619)에서 우울이 증가할 경우 회피적 처도 많아지며 우울은 자살생각에도 직접 향

(.615, p<.001)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회피적 처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향( .097, 

p<.05) 역시 유의미하여 회피적 처행동이 증가할 경우 자살생각의 증가에도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한편, 학교성적위기, 교사와의 관계위기, 친구관계위기 등 학교위험요인이 부정적 자존감과 우울, 

회피적 처 등의 매개변수와 자살생각이라는 종속변수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다중상관자승치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를 살펴본 결과, 본 모형에서 자존감에 한 다중상관자승치는 .602, 

우울은 .863, 회피적 처는 .670, 자살생각은 .388로 나타나 본 연구의 모형이 부정적 자존감을 60.2%, 

우울 86.3%, 회피적 처 67%, 자살생각을 38.8% 설명함을 알 수 있다.

부트스트레핑(bootstraping) 방식을 통해 각 변수들의 향관계를 총효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하여 유의도를 확인한 결과 학교성적위기와 친구관계위기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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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 다. 이는 학교성적위기와 친구관계위기의 경우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직접 향을 주기보다 부

정적 자존감, 우울, 회피적 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교사와의 관계

위기는 직, 간접적 경로에서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으나 직접효과가 간접효과에 비해 향력이 

더 크게 나타남으로써 교사와의 관계위기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특히 직접적 향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5>  모형의 경로계수 효과분해

총효과 직 효과

간 효과.

표 값
95%신뢰구간의 

상·하한값

학교성 기→자살생각

교사와의 계 기→자살생각

친구 계 기→자살생각

 .112**

 .147**

 .289**

.049

  .077***

.019

.163**

.070**

.270**

.126-.197

.044-.096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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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연령의 조절효과

연령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중학생(N=847)과 고등학생(N=1,486) 두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

에 따른 모형동일성을 검토하 다. 구조모형의 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측정동일성이 확보되

어야 한다. 측정동일성 검증 결과, 측정모형에서 모든 잠재변인간의 상관관계를 허용하고 모수추정을 

자유롭게 하는 기저모형의 적합도는  X²=3221.680(df=724), CFI= .927 ,TLI= .918, RMSEA=.038

로 체적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다. 이어 요인적재치를 두 집단에 동일하게 부여한 측정동일모형을 

실행한 결과 적합도는 X²=3260.695(df=747), CFI= .926, TLI= .920, RMSEA=.038로 역시 체로 

적합하 다. 기저모형과 비교한 결과 두 모형의 X² 차이는(⊿X²=30.015, ⊿df=23, p= .148) 유의미

하지 않아 중학생과 고등학생 두 집단에서 측정도구들이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두 집단 간 측정동일성이 확보되었으므로 잠재변수들 간의 경로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확

인하기 위해 구조동일성 검증을 실시하 다. 먼저 각 잠재변인에 한 모든 요인의 적재치를 동일하

게 고정하고 기타 경로계수의 측정은 자유롭게 추정하도록 한 비제약모델의 적합도는 <표 6>에서 볼 

수 있듯 전반적으로 양호하 다. 이어 모형 내에 존재하는 경로계수에 각각 동일화 제약을 가한 구조

동일화 제약모형을 비교한 결과 두 모형 간 X² 차이(⊿X²=20.288, ⊿df=17, p= .262)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학교성적위기, 교사와의 관계위기, 친구관계우기 등 학교위험요인이 부정적 자존감, 우

울, 회피적 처를 매개하여 자살생각에 미치는 직·간접 경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 차이가 없다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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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구조모형의 ․고등학생 집단 간 동일성 검증

X²(df) ⊿X²(⊿df) CFI TLI RMSEA

비제약모형 3454.883 20.288(17)

p=.262

.924 .917 .038

제약모형 3475.171 .924 .919 .037

5. 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자살에 이르는 복합적 변인의 경로를 설명하는 Baumeister의 ‘도피이론’을 기반으로 학

교성적위기, 교사관계위기, 교우관계위기 등 학교위험요인이 부정적 자아존중감과 우울, 회피적 처

를 거쳐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고자 하 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성적위기와 친구관계위기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향

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부정적 자존감과 우울에 직접 향을 미친 반면  교사와의 관계위기는 학교위

험요인 중 드물게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직접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자살위험에 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성적 및 학업수행능력, 학교에서의 친

구관계 위기들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과(Resnick et 

al, 1993: Ang and Huan, 2006: 박병금, 2007) 차이가 있으며 오히려 이러한 요인들이 자아존중감에 

직접 향을 미치거나(Eato and Lerner, 1981) 우울(Rubin et al, 1987:Lin et al, 2008)에 직접적인 

향을 미친다는 결과들과 더 일치하 다. 한편, 학교위험요인은 동일하게 자살위험의 주요 변인으로 

확인되고 있는 부정적 자존감과 우울에 직접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악화시키는 간접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가늠하게 하 다.

둘째, 학교성적위기, 친구관계위기는 자살생각에 직접 향을 미치지 못하 으나 부정적 자존감과 

우울, 회피적 처 등 심리·정신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 등을 거쳐 변인 간에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자살생각에 간접효과를 발휘하 다. 교사와의 관계위기는 직접 향뿐 아니라 간접 향도 나타났으나 

직접효과보다는 향력이 낮았다. 따라서 다양한 학교위험요인에 청소년이 노출될 경우 자살생각과 

같은 자살위험은 직접적 경로뿐 아니라 간접 경로  등의 복잡한 구조에 의해 진행되고, 발생됨을 알 

수 있다. 이는 박병금(2007)이 학업성취가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향을 미친

다고 보고한 것과 Harter, Marold 그리고 Whitsell(1992), 전 주(2001), 홍 수와 전선 (2005), 우채

 외(2010)가 학교에서의 친구 관계가 우울을 매개하여 자살생각에 향을 미친다고 한 결과와 일부 

일치하는 것이다. Prinstein(2003)은 청소년의 외적 환경이 자살위험에 미치는 향력은 직접적 경로

보다 오히려 다양한 변인을 통해 자살위험을 강화하는 간접 경로에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성적에 한 부담이나 잘못된 교우 관계 등은 자살생각에 바로 

향을 미치기보다 부정적 자존감의 증가와 우울이나 회피적 처태도를 가중시켜 결국 자살생각에 이

를 수 있다는 결과로 나타나 이를 지지하 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청소년의 자살생각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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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특정 변인에 의해서라기보다 다양한 외적 환경, 심리·정서적 요인, 인지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

용하며, 직접경로뿐 아니라 간접 경로를 통한 복잡한 과정에 의해서 이뤄진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연

령별로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 간에서 이러한 경로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고등학생

이 중학생보다 발달단계 상 자신의 정체성에 한 고민과 환경으로부터의 부담으로 인한 갈등이 집중

적으로 일어나는 시기여서 자살생각에 더 취약하며(박병금, 2006) 또래관계나 자존감, 우울 등이 개별

적으로 자살생각에 향을 미치는 과정 역시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에게서 유의미하게 나타난다고 알려

져 있으나(우채  외, 2010) 본 연구의 결과는 이와 차이가 있었다. 이는 다양한 변인 간의 경로에서 

나타나는 두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한 연구가 드물어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이를 확증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자살생각

은 특정변인에 의해서라기보다 다양한 변인들이 직·간접적 관계로 얽혀 복잡하게 작용함을 확인하

다. 이는 그동안 청소년 자살생각 등 자살위험을 주로 충동성이나 우울 등의 심리내적 요인이나 가정, 

학교, 사회 등의 외적 체계 중 선별해서 제한적으로 향관계를 분석하거나, 외부 사건과 심리내적 특

성, 자살행동에 한 단편적 매개효과 중심으로 다뤄온데 한 재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청소년 자살은 청소년을 둘러싼 외적 환경과 내외 특성, 심리·정신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일련의 경로를 통한 의사결정으로서 자살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청

소년 자살예방에 한 접근도 보다 복합적, 다층적 구조에서 이해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우울 하나도 제 로 관리하기 어려운 학교 현실’이라는 자조적 지적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나마의 개

입들도 우울과 같은 자살위험의 주요 변인들을 중심으로 고위험 상태에 있는 청소년에만 초점을 맞추

고 있는 기존의 개입방식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즉, 학교 체계의 전체 청소년을 상으로 자살예방

에 한 정기교육과 위험요인에 한 스크리닝(screening) 작업을 체계화하여 저위험군과 위험군, 고

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저위험군은 친구관계나 기타 학교위험요인으로 인한 생활사적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발달 특성을 감안한 자아존중감강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접근이 필요

하다. 또 우울이나 회피적 처, 심각한 자살생각의 단계에 들어선 위험군과 고위험군은 우울감소프로

그램과 의사소통능력 및 문제해결능력을 높이는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위험수준에 따른 특화된 

자살예방접근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제공 및 자원연결, 각종 프로그램의 실행에 초

점을 두고 있는 학교복지실의 기능을 강화하여 심리·정신 치료 및 상담 등 전문적 프로그램을 확 하

는 것이 요구된다. 청소년 자살생각이나 자살위험을 유발하는 요인들은 복잡하고 다양할 뿐 아니라 

자아존중감이나 우울, 회피적 처 등 심리·정신적, 인지적 요인들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

에 한 보다 전문화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학교 및 사회복지기반에서 행해지는 다양

한 청소년 자살예방 책은 다학제 간 협력을 통해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 체계의 경우 

담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학교사회복지사의 통합적 협력체계구축을 통해 교실에서의 교우관계, 

심리내적 문제 도출, 심리·정신적 건강관리, 이를 중재하는 노력 등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찾

음으로써 청소년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개별적 접근 방식이나 형식적 다학제 협력 

방식을 개선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내실을 가진  정기적, 구체적 협력체계 및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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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청소년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체계에서의 위기는 다양한 심리․정신적, 

인지적 위기를 동반하여 자살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 으며 특히 교사와의 관계위기는 직

접적 향력이 더 클 만큼 상당히 주요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기는 가정을 떠나 사회성을 배

우기 시작하는 시기로 교사는 사회화의 주요 롤 모델이다. 교사는 청소년의 스트레스 등에 한 심리

적 보호와 지원 역할을 함으로써 청소년의 문제를 억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존재이다(우

채  외, 2010). 따라서 청소년과 교사가 단순히 지식전달의 주체와 객체라는 개념보다 정서적 감화와 

지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스승과 제자’로서의 인간적 관계 회복을 모색해야 하고 교사들은 청소년들

의 다양한 특성과 역동을 이해하고 그들의 다양한 심리와 행동을 고려하며,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노

력이 필요하다.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상호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체계 내의 변화가 필

요하며 교사들의 보수교육에 청소년의 자살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상시적 자살

예방의 주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입시와 성적 위주의 기존 학교시스

템은 다소 거시적 측면에서 다뤄야하다는 제한이 있으나 학교 차원에서 청소년들을 처벌적이고, 통제

적 방식으로 교육하기보다 성적만이 유일한 능력의 척도가 아닌 다양한 강점을 찾아 지지해주고, 잠

재력을 이끌어 내려는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

친구관계 역시 청소년기 중요한 인간관계로서 본 연구에서도 부정적 자존감과 우울을 강화하는 요

인으로 나타났으며 간접적으로도 심리·정신적 특성과 인지적 특성을 거쳐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만큼 학교 체계는 자살의 예방적 특면에서 또래관계사정을 상시적으로 실

시하고, 사회적 기술훈련을 통해 친구 간  지지적 관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 청소년기 친

구관계는 감정적으로 편하게 해주고, 문제를 논의하는데 도움을 주며, 충고를 하는 중요한 존재로서 

자살생각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청소년들 간의 교류 기회를 확 하고, 비공식

적 관계망을 통한 친 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우관계향상 프로그램이나 또래 지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수호천사 프로그램의 확 도 고려해볼 만하다. 또 자살위험이 있는 청소년을 전문가나 전문

기관으로 안내하고, 또래의 생활사적 곤란을 최 일선에서 들어줄 수 있는 또래 도우미제도를 마련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상이 경북지역 청소년으로 한

정되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각 변인들의 발달에 한 시간적 고려를 하지 못하고 

모두 같은 시점에서 조사할 수밖에 없는 횡단자료를 사용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2차 자료의 

사용으로 인해 척도의 정교성이나 세분화가 미흡하여 자살생각을 측정하는 문항이 하나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주요 변수의 척도들이 적은 수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각 변수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

하지 못한다는 제한점을 갖고 있어 이를 보완할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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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al Relationship of School Risk Factors and Suicide Ideation 

in Adolescence, Based on 'Escape Theory' Model

Park, Jae-Sook

(Daegu Hanny University)

This study was based on the 'Escape Theory' model suggested by 

Baumeister(1990). Based on this analysis framework,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at complicated direct and indirect effect of school risk factors(risk of 

academic scores, risk of relation with teacher and risk of peer relation) on suicide 

ideation in adolescence, through negative self-esteem, depression and withdrawal 

coping.  To this end, this study used the data from the '2008 Gyeongsangbuk-Do 

youth crisis survey' conducted by the Youth service center in province of 

Gyeongsangbuk-Do. The target number of this study was 2,335 students in the 

age group of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The result of the Analysis indicate that risk of relation with teacher among 

school risk factors was only one which affected directly and indirectly on suicide 

ideation. The other side, risk of academic scores and risk of peer relation had 

indirect effects, via negative self-esteem, depression and withdrawal coping. In 

conclusion, this study confirmed that school risk factors had effects on suicide 

ideation directly or indirectly, they were complicatedly connected, through 

negative self-esteem, depression and withdrawal coping. Therefore, Prevention 

program for adolescence' suicide ideation or suicide risk require integrated 

strategies and tactics.

Key words: school risk factors, adolescence, suicide ideation, negative 

self-esteem, depress, withdrawal co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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