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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6차년도(2011년) 한국복지패 에 참여한 10,991명을 상으로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

로 이어지는 일련의 자살에 련된 유발요인으로 개인심리변인, 개인  사회환경변인을 통합 인 연구틀

에서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방법은 AMOS 21.0 버 을 활용하여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로 

이어지는 일련의 자살에 향을 미치는 유발변인의 상  향력을 로지스틱 회귀분석하 다. 연구 결과, 

첫째, 우울, 자존감, 주  건강상태, 부부폭력, 성역할은 자살생각에 유의한 향을 미쳤다. 둘째, 주  

건강상태, 문제음주는 자살계획에 유의한 향을 미쳤다. 셋째, 문제음주, 부부폭력은 자살시도에 유의한 

향을 미쳤다. 이를 근거로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를 축소‧ 방하기 한 사회복지  함의를 제시

하고, 이 연구의 제한 과 추후 연구에서 고려할 을 논의하 다.

■ 중심어 :∣자살생각∣자살계획∣자살시도∣유발변인∣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triggering variables, such as 

personal psychological variables, personal and social environmental variables, related the suicidal 

ideation, suicidal plan, and suicidal attempt. The subjects were participated in the 6th(2011) 

KoWePS. and are analyzed with the statistical program AMOS 21.0 as a calling logistic 

regression.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st, depression, self-esteem, subjective healthful 

status, marital violence, role of sex were related to suicidal ideation. 2
nd, subjective healthful 

status and problem-drinking were related to suicidal plan. 3rd, problem-drinking and marital 

violence was negative related to suicidal attempt. Finally, on the base of this results, the social 

welfare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to reduce and protect suicidal ideation, suicidal 

plan, and suicidal attempt. an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the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also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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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사망원인 통계’[1]에 따르면, 

2016년 자살자 수가 1만 3092명으로 2015년 1만 3513명

보다 421명(-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

리나라의 자살 사망률은 2011년 31.7명을 정 으로 

2015년 26.5명, 2016년 25.6명으로 차 감소하고 있지

만, 2006년 비 3.8명(17.5%) 증가하 고, 국가 간 자살 

사망률 한 24.6명으로 OECD 평균 12.0명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 16년째 자살률 1 라는 자살공화국의 불

명 를 벗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사망원인 통계[1]’를 자세히 살펴보면, 체 

사망원인  자살(4.7%)은 1  암(27.8%), 2  뇌

질환(10.6%), 3  심장질환(8.3%), 4  당뇨병(5.9%)에 

이어 5 로 남성의 체 사망원인 3 , 여성의 체 사

망원인 6 로 나타났고, 남성의 자살 사망률은 36.2명으

로 여성의 자살 사망률 15.0명보다 2.4배 높았다. 한 

연령 별 자살 사망률은 2015년 비 10  4.9명

(16.5%), 20  16.4명(0.1%), 30  24.6명(-1.8%), 40  

29.6명(-1.0%), 50  32.5명(-5.4%), 60  34.6명

(-6.1%), 70  54.0명(-13.5%), 80  이상 78.1명(-6.6%)

으로 나타나 2015년 비 10-20 를 제외한  연령 , 

특히 2011년 이후 70 가 가장 많이 감소하 지만, 자

살 사망률은 여 히 고령화될수록 증가하 다. 자살은 

자살자 본인뿐만 아니라 남겨진 가족에게 의료비 등 각

종 사회·경제  비용을 야기하는데, 2015년 건강보험공

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연의 ‘5  사망원인의 사회·

경제  비용분석[2]’ 보고서에 따르면, 직 비와 간 비

를 포함한 5  사망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  비

용은 2012년 32조4천86억으로 그  자살 련 사회·경

제  비용은 6조4천769억원(20%)을 차지하 고, 한 

자살은 10-30 의 사망원인 1 와 40-50 의 사망원인 

2 라는 ‘2016년 자살원인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재의 경제활동인구의 손실뿐만 아니라 장기 으로 잠

재  경제활동인구의 손실을 래하면서 국가  노력

의 시 성과 요성의 지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 으로 상승·유지되고 있는 자살 사망

률과 련된 자살 방 책을 수립하기 해 자살 상

의 원인을 규명하고자하는 노력이 지속되었지만, 자살

은 개인 , 사회  변인이 상호 복합 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살의 원인을 명확하게 측하고 방하는 노

력은 쉽지 않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의 자살 련 연구는 직

인 찰과 검증의 어려움으로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를 리지표로 삼아 진행되어왔다. 자살생각

은 ‘자살을 실행하려는 생각이나 사고’로서 자살행 와

는 다르지만, 자살과정의 첫 단계로, 자살계획은 ‘자살

을 구체화시키려는 생각이나 사고’로서 자살과정의 

간 단계로, 자살시도는 ‘자살을 구체화시킨 행 ’로서 

자살과정의 최종 단계로 규정되면서 자살을 실행하도

록 하는 하나의 험변인으로 측될 수 있기 때문이다

[4][5].

최근 자살과 련된 연구들은 주로 험변인이나 보

호(완충 혹은 억제)변인으로 세분화되어 인구사회학 , 

개인심리 , 개인환경   사회환경  변인으로 연구

되어져왔다[6]. 여기서 험변인은 자살과 정 계가 

있는 자살의 험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인 반면, 보호

(완충 혹은 억제)변인은 자살과 부 계가 있는 자살

의 험성을 감소시키는 변인이다[7].

구체 으로 자살과 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먼  

개인심리  변인으로 우울[8-10], 스트 스와 우울

[11][12], 죽음불안과 우울[13], 심리  특성[14], 사회  

유 감과 정서 조 [15], 삶의 질과 정신건강[16], 우울

과 심리  안녕감[17], 우울, 스트 스와 망[18] 등을 

다룬 연구를 들 수 있다.

개인환경  변인으로 사별경험[19], 알콜 독[20], 가

족구성원[21], 생활만족도[22], 장애상태[23] 등을 다룬 

연구를 수 있고, 사회환경  변인으로 학 나 폭력

[24][25], 사회  차별[26], 사회  고립[27], 사회  자

본[28], 사회  계층인식[29] 등을 다룬 연구를 들 수 있

다.

한, 복합  변인으로 신체·심리  웰빙[30], 결혼상

태와 사회경제  불평등[31], 상실, 학 경험과 우울

[32], 가족구조와 심리상태[33], 사회  편화와 사회

경제  박탈[34], 경기침체와 알콜[35], 자살생각에 

한 경로분석[36], 자살생각에 미치는 요인분석[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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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생각과 자살계획에 미치는 변인분석[40] 등을 다룬 

연구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자살과 련된 부분의 선행연구는 자살생

각이나 자살계획에 머물러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

도로 이어지는 일련의 연속 인 개념인 자살을 역동

으로 규명하기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에 주목하

여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로 이어지는 일련의 

자살에 련된 개인심리변인, 개인  사회환경변인을 

통합 인 연구틀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개인

심리변인을 우울과 자아존 감으로, 개인환경변인을 

건강상태, 소득수 , 음주습 , 가족  부부생활으로, 

사회환경  변인을 성역할과 사회  자본으로 세분화

하여 이들 변인이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로 

이어지는 일련의 자살에 미치는 상  향력을 로지

스틱 회귀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사회복지  함의를 제

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자살생각, 자살계획 및 자살시도

자살은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로 이어지는 일

련의 연속 인 개념으로[5] 고립된 단순한 사건이 아니

라 복잡하고 역동 인 과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자살은 군가를 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

떤 이유에서든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행 이고[7], 자살

생각은 삶에 한 희망을 상실하여 ‘죽고 싶다’라고 생

각하는 보편  상에서 발생하는 심리  자해행 이

다[41]. 자살생각은 자살계획으로 구체화되는 일련의 

사고작용인 반면, 자살시도는 자살생각이나 자살계획

이 구체 인 행 로 나타나는 개념이다. 즉, 자살생각이 

반드시 자살계획으로 구체화되거나 자살시도로 이어지

는 것은 아니지만 자살생각이나 자살계획은 자살의 가

능성을 측할 수 있는 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16].

따라서 자살생각이나 자살계획을 이해함으로써 자살

시도나 자살행 로의 험성을 이해하고 선제 으로 

자살행 에 처할 수 있을 것이다[40].

2. 선행연구 고찰

2.1 개인심리변인

심리학  측면에서 자살은 인 계의 단 로 인한 

고립, 무능감에 한 인식, 신체  심리  질병이 결합

되어 발생한다[42]. 즉, 개인이 이루고자 하는 기 수

과 실  상태 간의 괴리가 자신을 향한 부정  자기

평가로 부정 인 정서를 래하면서 이러한 고통스런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나게 해  수 있는 강력한 수단

으로 자살에 이르게 된다[43]. 반면 자아존 감은 자기

정성을 어느 정도 스스로 평가하느냐로 규정되기 때

문에[44] 자신의 정성을 높게 평가할수록 자신이 처

한 환경을 잘 악하고, 변화하는 자신과 환경에 보다 

더 응할 수 있는 반면, 자신의 부정성을 높게 평가할

수록 일상생활에서 부정  문제를 유발하여 우울에 노

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45]. 게다가 우울과 자아

존 감에는 자기회귀교차지연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

져 자아존 감은 우울에 한 버 목 역할을 할 수 있

다[46]. 따라서 우울증, 망감, 스트 스, 낮은 자아존

감, 삶의 만족도 등은 자살과 련된 심리  측변

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8].

실제로 서울복지패  1차년도 자료를 용하여 18세 

이상 성인 7,396명을 상으로 우울과 자살태도와의 

계, 우울과 자살태도 간의 계에 있어서의 성별  연

령 차이에 한 구조방정식  다 집단분석을 통해 분

석한 연구[9]에서 우울 유병율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은 

반면, 우울과 자살태도의 계는 여성집단보다 남성집

단에서 강하게 나타났고, 우울과 자살 간의 계의 성

별차이의 주 원인으로는 65세 이상 여성의 특성이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구, 경북지역  농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

세 이상 노인을 상으로 농 지역 노인의 스트 스, 

우울  자살생각 간에 신체  여가활동의 정  효과

를 분석한 연구[12]에서 노인의 신체  여가활동 참가

여부에 따라 스트 스, 우울, 자살생각에는 부분 으로 

차이가 있고, 노인의 신체  여가활동 참가정도가 부분

으로 스트 스, 우울  자살생각에 부 (-)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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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고, 노인의 스트 스와 우울 간과 노인의 우울과 

자살생각 간에 신체  여가활동이 정 인 완충효과

가 있었다.

구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431명의 노인

을 상으로 노인의 죽음불안이 우울을 매개로 하여 자

살생각에 미치는 직․간  향을 분석한 연구[13]에

서 건강상태와 경제  수 을 통제한 상태에서 개인내

 불안과 개인외  불안이 우울과 자살생각에 유의한 

향을 미쳤고, 개인내  불안은 우울을 매개로 한 직

효과가 더 큰 반면, 개인외  불안은 우울을 매개로 

한 간  효과가 더 컸다.

2009년 국민건강 양조사에 참여한 1,728명을 상

으로 한국 노인의 건강 련 삶의 질, 정신건강  사회 

경제  지 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향을 로지스틱 회

귀분석한 연구[16]에서 소득, 교육수 , 결혼상태, 직업

상태, 우울 기분, 스트 스  건강상태는 자살생각과 

유의한 상 이 있고, 우울한 기분과 스트 스를 느낄수

록 자살생각의 험이 정상 상태보다 6배 증가하 다.

2.2 개인환경변인

가족제도가 약화될수록 자살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7]. 자살시도경험을 주요 자살 험변인으로 

분석한 연구에서는[21][48][49] 이 에 가족구성원의 자

살시도를 경험한 가족원이 이 에 가족구성원의 자살

시도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보다 자살생각이 2.09배 높

았다[21]. 건강상태, 소득수 , 경제력, 문제음주, 부정

 가족 계 한 자살생각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건강상태의 경우 주  건강이 나쁠수록[50], 

만성질환을 앓고 있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았으며[51] 특

히 장애인일수록, 비장애인보다 자살 험율이 1.9배 높

았다[23]. 경제 으로 어려울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하고

[52], 습  과음자일수록 비음주자에 비해 2.11배 자

살생각이 높고[53], 부정 인 가족분 기 한 자살생

각에 직  향을 미쳤다[54].

실제로 2005-2011년까지 16개 주에서 발간 된 국

폭력사망보고시스템 데이터를 사용하여 카운티 차원의 

실업, 압류처분  빈곤율 측정을 포함하여 년도  주

정부 고정효과 패 분석한 연구[35]에서 성별과 모든 

연령층의 자살률과 정  상 을 보인 빈곤율은 45-64

세 남성의 자살에 한 알코올 련성과 정  상 을 

보인 반면, 20-44세 남성의 자살에 한 알코올 련성

과 부  상 을 보 고, 압류처분은 여성과 65세 이상 

노령층에서는 자살률과 부  상 을 보인 반면,  45-64

세의 연령층에서는 정  상 을 보 다. 한 실업률은 

모든 그룹에서 빈곤율에 의해 매개되었던 자살률에 

향을 미쳤다.

게다가 WHO 국가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  

소득 국가에서 자살시도와 정신건강상태, 아동기 

성 학 , 배우자폭력 등과의 계를 분석한 연구[25]

에서 자살시도의 가장 일 된 험요인으로 배우자폭

력(IPV), 비배우자에 의한 신체  폭력, 이혼, 별거, 미

망인, 유년기 성 학 , 문제음주 등이 유의한 향력을 

미쳤고, 보호요인으로 가족의 지지, 사회자본 인식, 지

역공동체 수가 유의한 향력을 미쳤다.

특히, 부부폭력은 자녀에게 물림되는 특성으로 인

해[55] 배우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자녀에게도 자살이

나 살인 등 신체  피해와 공포, 혼란, 무력감, 자기결정

권 상실 등 심리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  고립 등 사

회  피해로 인해 가족해체의 원인이 된다[56].

2.3 사회환경변인

사회  자본은 사람들간의 계에 내재되어 있으며, 

신뢰와 상호호혜성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자본을 말한

다 사회  자본은 동일한 집단이나 지역사회에 소속한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역할과 다른 집단이나 지역사회 

사람들을 하게 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57]. 사회  

자본이 풍부한 지역사회는 개인과 개인 혹은 개인과 집

단 간의 력이 이루어지는 사회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사회통합이 약화되면 개인주의가 팽배해 사회  

교류가 감소하고, 사회통합과 사회 규제가 지나치게 낮

거나 높을 때 자살이 발생한다[58]. 사회  자본이 풍부

할수록 개인이 여러 스트 스 상황에 처했을 때 기

처기제로 작용하면서 자살생각을 감소시켜 다

[59][60]. 사회  자본이 풍부할수록 지역주민의 불면

증, 걱정, 고독감, 낮은 자존감 등 우울증을 유발하는 요

인에서 벗어나[61] 사회  계를 통해 건강 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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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서비스  자원 근성을 향상시켜 건강을 증진시키

고,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부여하여 지역사회 무질서나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정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

다[62].

실제로 억제(보호)변인으로 1999-2002년까지 성별과 

인종에 따라 조사된 미국 50개주 자살률과 총기소유, 

소득불평등, 알코올남용  의존, 약물남용  의존, 심

각한 정신질환, 실업, 그리고 시골지역, 빈곤, 인구불안

정  "suicide belt" 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 등

과 같은 자살률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다른 

변수들과 함께 사회  자본과 자살률과의 련성을 분

석한 연구[28]에서 사회  자본의 수 이 높은 주에 사

는 백인남성과 여성이 다른 향력 있는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자살률이 하게 낮았고, 사회  자본을 하

 차원으로 분석한 상태에서는 지역 단체(백인여성의 

경우)와 그룹 회원(백인남성의 경우)이 자살 험 감소

와 하게 련되었다.

서울과 구에 치한 3개 등학교 5, 6학년 424명

을 상으로 등학생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

응성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고 회복탄력

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63]에서 가족응집성이 회

복탄력성의 정성에 유의하게 향을 미치고, 이러한 

정성의 매개효과로 인해 가족응집성이 등학생의 

자살생각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회복탄력성

의 정성이 가족응집성과 자살생각의 계를 매개하

다.

학 와 차별은 자살에 향을 미치는데, 아동기의 신

체  성 학 를 경험한 성인은 자살생각의 험성이 

미경험자에 비해 27배 높았고[64], 자신의 부정성을 학

습한 사람들은 사회  차별을 회피하고자 상황을 은폐

하거나 자신을 수용하지 않는 사회로부터 멀어짐에 따

라[65] 자살 시도자와 유가족을 비롯한 수많은 잠재  

자살자들이 자신들을 향한 부정  시선과 차별로 힘들

어하거나[66] 자살 기자들이 도움을 청하는 행동을 

망설이거나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가 된다[67]. 실제로 

‘2010년 서울복지 패 조사’에서 서울시 거주 성인남녀 

5,846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여 자살생각에 향을 

미치는 사회  차별(성, 연령, 경제상황)의 효과를 검증

한 연구[26]에서 경제상황 차별은 체 응답자와 여성

에서 자살생각에 한 유의한 측변수 고, 노인 차별

은 노인의 자살생각을 측하는 유의한 변수 다.

사회문화 으로 규정되는 성역할, 특히 남성생계부

양 의식이 강한 남성의 경우 이들의 내재화된 성역할은 

실직 후 스트 스와 책임감을 유발하며 자살생각에 부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68].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는 한국복지패  자료이다. 한국복지

패 은 2016년 조사자료까지 공개되었지만 제한된 자

살 련 자료로 인해 불가불하게 본 연구에서는 6차년

도(2011년) 자료를 활용하 다.

2. 측정도구

2.1 자살생각, 자살계획 및 자살시도

본 연구에서 자살생각은 “응답자는 2011년 조사일 

재를 기 으로 지 까지 자살하는 것에 해 진지하게 

생각한 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질문에 한 답변

으로 1=‘ ’, 0=‘아니오’ 구성되어 있고, 자살계획은 “응

답자는 2011년 조사일 재를 기 으로 지 까지 자살

하려고 구체 으로 계획을 세운 이 있습니까?” 질문

에 한 답변으로 1=‘ ’, 0=‘아니오’로 구성되어 있고, 

자살시도는 “응답자는 2011년 조사일 재를 기 으로 

지 까지 자살을 시도한 이 있습니까?” 질문에 한 

답변으로 1=‘ ’, 0=‘아니오’로 구성되어있다.

2.2 개인심리변인

본 연구에서 개인심리변인으로 11개 문항의 

CESD-S척도를 용한 우울은 4  Likert척도(1=극히 

드물다, 2=가끔 있었다, 3=종종 있었다, 4= 부분 그랬

다)로 구성되어 있고, 정  문항은 역산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 우울척도의 Cronbach ɑ는 .85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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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enberg[69]의 10개 문항의 자아존 감 척도를 

용한 자아존 감은 4  Likert척도(1= 체로 그 지 않

다, 2=보통이다, 3= 체로 그 다, 4=항상 그 다)로 구

성되어 있다. 부정  문항은 역산하 으며, 수가 높을

수록 자아존 감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 자아존 감 척도의 Cronbach ɑ는 .747이었다.

2.3 개인환경변인

2.3.1 개인  변인

본 연구에서 개인  변인으로는 건강상태는 장애여

부, 장애등 , 만성질환  주  건강상태 등으로 세

분화된다. 장애여부는 0=비장애, 1=장애로, 장애등 은 

0=비장애, 1=6 , 2=5 , 3=4 , 4=3 , 5=2 , 6=1 으

로 구성되어 있고, 만성질환은 “2010년 1월 1일부터 12

월 31일까지 응답자는 만성질환 때문에 어떻게 투병·투

약하 습니까?” 질문에 해 4  Likert척도(0=비해당, 

1=3개월 미만 투병·투약하고 있다, 2=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투병·투약하고 있다, 3=6개월 이상 투병·투약하고 

있다)로 구성되어있고, 끝으로 주  건강상태는 

“2010년 12월 31일 기 으로 응답자의 건강상태는 어떠

합니까?” 질문에 한 5  Likert척도(1=아주 건강하다, 

2=건강한 편이다, 3=보통이다 4=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5=건강이 아주 안 좋다)로 구성되어있다.

소득수 은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 등으로 세분화된

다. 먼  경상소득은 근로소득, 사업  부업소득, 재산

소득, 사 이 소득, 공 이 소득을 합산한 액으로 

구성되며, 가처분소득은 경상소득에서 세   사회보

장부담 을 뺀 액으로 구성된다.

음주습 은 2011년 조사일 기 으로 지난 1년간 “술

을 마시기 시작하면 간에 그만둘 수 없었던 이 얼

마나 자주입니까?”, “해야 할 일을 술 때문에 하지 못한 

이 얼마나 됩니까?”, “과음을 한 다음날 해장술을 마

셔야 했던 이 얼마나 됩니까?”, “술을 마신 후 좌 감

을 느끼거나 후회한 이 얼마나 됩니까?”, “술 마시고 

필름이 끊긴 이 얼마나 됩니까?” 등 5개 역별 문항

에 한 답변으로 5  Likert척도(1=  없다, 2=몇 달

에 한번, 3=한 달에 1-2번, 4=일 주에 1-2번, 5=거의 매

일)로 구성되어 있다. 음주습 의 수가 높을수록 문

제음주로 의심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ɑ는 

.786이었다.

2.3.2 가족  변인

본 연구에서 가족  변인은 가족생활 만족도, 부부폭

력 등을 활용하 다. 먼  가족생활 만족은 2011년 조

사일 기  가족 련 4개 역별 문항에 한 만족도(가

족생활, 배우자, 자녀, 자녀들의 형제자매들)로 7  

Likert척도(1=매우 불만족, 2=불만족, 3=약간 불만족 4=

보통, 5=약간 만족, 6=만족, 7=매우 만족)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가족생활 만족도 척도의 Cronbach's 

ɑ는 .782이었다.

부부폭력은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부

폭력 련 3개 역별 배우자에 의한 폭력정도(언어  

폭력, 신체  폭력 , 신체  폭력)로 4  Likert척도

(1=  없음, 2=1-2회, 3=3-5회, 4=6회 이상)로 구성되

어 있다. 본 연구에서 부부폭력 척도의 Cronbach's ɑ는 

.621이었다.

2.4 사회환경변인

본 연구에서 성역할, 사회  자본 등을 활용하 다. 

먼  성역할은 2011년 조사일 기  성역할 련 3개 

역별 문항(가부장  역할, 가정생활 스트 스, 가족에 

한 책임감)에 한 답변으로 5  Likert척도(1=  

그 지 않다, 2=그 지 않다, 3=그  그 다, 4=그 다, 

5=매우 그 다)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성역활 

척도의 Cronbach's ɑ는 .614이었다. 

사회  자본은 결속형 사회자본과 가교형 사회자본

으로 세분화된다. 먼  가교형 사회자본은 “귀하는 정

기 으로 자원 사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질문에 한 

답변으로 1=‘ , 0=‘아니오’로 구성되어있고, 결속형 사

회자본은 ”2010년 1년간 귀하는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

과 얼마나 자주 왕래를 하 습니까?” “2010년 1년간 귀

하는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과 얼마나 자주 화통화를 

하 습니까?” 등의 2개 질문에 한 답변으로 ‘년 몇 

회’로 구성되어있다.

3.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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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

인구사회학적
변수

조사대상자
(N=10,911)

자살생각
(A=1,334)

자살계획
(B=243)

성별
남성 4,786(43.9) 468(9.8) 83(1.7)

여성 6,125(56.1) 866(14.1) 160(2.6)

연령대

청년층 1,172(10.7) 71(6.1) 8(0.7)

장년층 1,799(16.5) 179(9.9) 28(1.6)

중년층 3,670(33.6) 513(14.0) 99(2.7)

노년층 4,270(39.1) 571(13.4) 108(2.5)

교육
수준

무학 1,087(10.0) 151(3.9) 27(2.5)

초등 2,240(20.5) 341(15.2) 84(3.8)

중등 1,259(11.5) 173(13.7) 34(2.7)

고등 3,113(28.5) 409(13.1) 68(2.2)

전문대 1,054(9.7) 93(8.8) 12(1.1)

대학교 2,136(19.5) 166(7.8) 18(0.8)

혼인
상태

유배우 7,090(65.0) 776(10.9) 114(1.6)

사별 1,566(14.4) 233(14.9) 49(3.1)

이혼 504(4.6) 157(31.2) 44(8.7)

별거 77(0.7) 27(35.1) 9(11.7)

미혼 1,674(15.3) 141(8.4) 27(1.6)

지역
구분

서울 1,841(16.9) 265(14.4) 43(2.3)

광역시 2,769(25.4) 357(12.9) 67(2.4)

시 3,621(33.2) 431(11.9) 86(2.4)

군 2,310(21.2) 245(10.6) 44(1.9)

도농 370(3.4) 36(9.7) 3(0.8)

소득
수준

일반 7,291(66.8) 698(9.6) 104(1.4)

저소득 3,620(33.2) 636(17.6) 139(3.8)

합계 10,911(100.0) 1,334(12.2) 243(2.2)

조사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과 주요 변수의 특

성을 살펴보기 해 SPSS 21.0 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살생각을 가지게 된 상자와 그 자살생각을 자살계

획으로 구체화시키거나 혹은 자살시도로 구체화시킨 

조사 상자를 상으로 연령 [청년층(30  미만), 

년층(30 ), 장년층(4-50 ), 노년층(60  이상)], 연령

, 교육수 , 혼인상태, 지역구분, 소득수  등 인구사

회학  특성별로 기 통계분석은 물론 주요 변수들에 

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 다. 한 개인심리변인, 

개인  사회환경요인이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

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종속변인으로 자살

생각(1= , 0=아니요), 자살계획(1= , 0=아니요)  자

살시도(1= , 0=아니요)를 이항변인으로 설정하고, 개

인심리변인으로 우울과 자아존 감을, 그리고 개인환

경변인  개인  변인으로 장애여부, 장애등 , 만성질

환  주  건강 등의 건강상태, 경상소득  가처분

소득 등의 소득수 , 음주습  등을, 가족  요인으로 

가족생활만족도  부부폭력 등을, 끝으로 사회환경변

인으로 성역할  사회자본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먼  조사 상자 10,991명  자살생각을 가지게 된 

상자는 1,334명(12.2%), 자살계획으로 구체화한 상

자는 243명(2.2%), 자살시도로 구체화한 상자는 160

명(1.5%)을 차지하 다. 역별 비 자살생각, 자살계

획  자살시도와 련된 조사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별로 분석해 보면 [표 1]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변수

자살시도
(C=160)

B/A C/A

성별
남성 48(1.0) (17.7) (10.3)

여성 112(1.8) (18.5) (12.9)

연령대

청년층 4(0.3) (11.3) (5.6)

장년층 17(0.9) (15.6) (9.5)

중년층 74(2.0) (19.3) (14.4)

노년층 65(1.5) (18.9) (11.4)

교육
수준

무학 17(1.6) (17.9) (11.3)

초등 56(2.5) (24.6) (16.4)

중등 28(2.2) (19.7) (16.2)

고등 42(1.3) (16.6) (10.3)

전문대 8(0.8) (12.9) (8.6)

대학교 9(0.4) (10.8) (5.4)

혼인
상태

유배우 69(1.0) (15.0) (8.9)

사별 35(2.2) (21.0) (15.0)

이혼 29(5.8) (28.0) (18.5)

별거 6(7.8) (33.3) (22.2)

미혼 21(1.3) (19.1) (14.9)

지역
구분

서울 26(1.4) (16.2) (9.8)

광역시 49(1.8) (18.8) (13.7)

시 53(1.5) (20.0) (12.3)

군 28(1.2) (18.0) (11.4)

도농 3(0.8) (8.3) (8.3)

소득
수준

일반 65(0.9) (14.9) (9.3)

저소득 95(2.6) (21.9) (14.9)

합계 160(1.5) (18.2) (12.0)

먼 , 조사 상자 비 자살생각을 가지게 된 상자

(A)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비율(14.1%)이 남성

(9.8%)보다 높게 나타나 남성보다 여성일수록 자살생

각에 더 취약하 고, 연령 로 보면, 청년층(30  미만)

이 6.1%, 장년층(30 )이 9.9%, 년층(40-50 )이 

14.0%, 노년층(60  이상)이 13.8%로 나타나 체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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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화될수록 자살생각에 더 취약하 다. 한 교육수

은 무학이 13.9%, 등학교가 15.2%, 등학교가 

13.7%, 고등학교가 13.1%, 문 가 8.8%, 학교이상

이 7.8%로 나타나 체로 학력자일수록 자살생각에 

더 취약하 고, 혼인상태로 보면, 유배우자가 10.9%, 사

별이 14.9%, 이혼이 31.2%, 별거가 35.1%, 미혼이 8.4%

로 나타나 미혼이나 유배우자보다 배우자와 별거하거

나, 이혼하거나, 사별한 상태일수록 자살생각에 더 취약

하 고, 지역구분은 서울이 14.4%, 역시가 12.9%, 시

가 11.9%, 군이 10.6%, 도농복합군이 9.7%로 나타나 군

이나 도농복합군보다 도시에 거주할수록 자살생각에 

더 취약하 다. 끝으로 소득수 은 소득가구가 

17.6%, 일반가구가 9.6%로 나타나 일반가구보다 소

득가구일수록 자살생각에 더 취약하 다.

역별 비 자살생각을 자살계획으로 보다 더 구체

화시킨 상자(B)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비율

(2.6%)이 남성(1.7%)보다 높게 나타나 남성보다 여성

일수록 자살생각을 자살계획으로 보다 더 구체화하

고, 연령 로 보면, 청년층(30  미만)이 0.7%, 장년층

(30 )이 1.6%, 년층(40-50 )이 2.7%, 노년층(60  

이상)이 2.5%로 나타나 체로 고령화될수록 자살생각

을 자살계획으로 보다 더 구체화하 다. 한 교육수

은 무학이 2.5%, 등학교가 3.8%, 등학교가 2.7%, 

고등학교가 2.2%, 문 가 1.1%, 학교이상이 0.8%

로 나타나 체로 고학력자보다 학력자일수록 자살

생각을 자살계획으로 보다 더 구체화하고, 혼인상태로 

보면, 유배우자가 1.6%, 사별이 3.1%, 이혼이 8.7%, 별

거가 11.7%, 미혼이 1.6%로 나타나 미혼이나 유배우자

보다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거나, 사별한 상태일

수록 자살생각을 자살계획으로 보다 더 구체화하 고, 

지역구분은 서울이 2.3%, 역시가 2.4%, 시가 2.4%, 

군이 1.9%, 도농복합군이 0.8%로 나타나 군이나 도농

복합군보다 도시에 거주할수록 자살생각을 자살계획으

로 보다 더 구체화하 다. 끝으로 소득수 은 소득가

구가 3.8%, 일반가구가 1.4%로 나타나 일반가구보다 

소득가구일수록 자살생각을 자살계획으로 보다 더 

구체화하 다.

역별 비 자살생각이나 자살계획을 자살시도로 

보다 더 구체화시킨 상자(C)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

성의 비율(1.8%)이 남성(1.0%)보다 높게 나타나 남성

보다 여성일수록 자살생각이나 자살계획을 자살시도로 

보다 더 구체화하 고, 연령 로 보면, 청년층(30  미

만)이 0.3%, 장년층(30 )이 0.9%, 년층(40-50 )이 

2.0%, 노년층(60  이상)이 1.5%로 나타나 체로 고령

화될수록 자살생각이나 자살계획을 자살시도로 보다 

더 구체화하 다. 한 교육수 은 무학이 1.6%, 등

학교가 2.5%, 등학교가 2.2%, 고등학교가 1.3%, 문

가 0.8%, 학교이상이 0.4%로 나타나 체로 고학

력자보다 학력자일수록 자살생각이나 자살계획을 자

살시도로 보다 더 구체화하 고, 혼인상태로 보면, 유배

우자가 1.0%, 사별이 2.2%, 이혼이 5.8%, 별거가 7.8%, 

미혼이 1.3%로 나타나 미혼이나 유배우자보다 배우자

와 별거하거나, 이혼하거나, 사별한 상태일수록 자살생

각이나 자살계획을 자살시도로 보다 더 구체화하 고, 

지역구분은 서울이 1.4%, 역시가 1.8%, 시가 1.5%, 

군이 1.2%, 도농복합군이 0.8%로 나타나 군이나 도농

복합군보다 도시에 거주할수록 자살생각이나 자살계획

을 자살시도로 보다 더 구체화하 다. 끝으로 소득수

은 소득가구가 2.6%, 일반가구가 0.9%로 나타나 일

반가구보다 소득가구일수록 자살생각이나 자살계획

을 자살시도로 보다 더 구체화하 다.

2. 조사대상자에 관련된 주요 변수의 특성

2.1 자살생각을 가지게 된 대상자의 특성

표 2. 자살생각을 가지게 된 대상자의 특성

변수 측정변수
조사 상자 자살생각

평균 SD 평균 SD

개인심리
우울 1.37 .44 1.69 .60

자아존중감 3.02 .42 2.79 .50

건강상태

장애여부 .10 .30 .15 .36

장애등급 .27 .96 .47 1.30

만성질환 1.41 1.47 1.78 1.44

주관적 건강 2.50 1.02 2.80 1.07

소득수준
경상소득 4048 5079 3024 2529

가처분소득 3745 4856 2833 2306

음주습관 문제음주 1.19 .40 1.25 .54

가족생활 가족생활만족도 5.43 1.01 4.93 1.25

부부생활 부부폭력 1.12 .31 1.26 .52

성역할 스트레스, 책임감 2.59 .72 2.87 .78

사회자본

가교형 .08 .27 .08 .27

결속형(왕래) 29.22 74.52 33.82 66.43

결속형(전화통화) 88.70 97.59 93.00 1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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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서 조사 상자 비 자살생각을 가지게 된 

상자의 경우, 먼  개인심리에서는 우울은 1.37:1.69

로 나타나 상 으로 우울에 취약한 반면, 자아존 감

은 3.02:2.79로 나타나 상 으로 그 수 은 낮았다. 건

강상태에서는 장애여부는 .10:.15로, 장애등 은 .27:.47

로 나타나 상 으로 장애인이거나 증장애인일 가

능성이 높았고, 만성질환은 1.41:1.78로, 주  건강은 

2.50:2.80로 나타나 상 으로 만성질환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지 않게 생각하 다. 소득

수 에서는 경상소득은 4048만원:3024만원으로, 가처

분소득은 3745만원:2833만원으로 나타나 상 으로 

소득에 취약하 고, 음주습 에서는 문제음주가 1.19: 

1.25로 나타나 상 으로 문제음주에 노출되었다. 가

족생활에서는가족생활 만족도는 5.43:4.93로 나타나 상

으로 그 수 은 낮았고, 부부생활에서는 부부폭력

은 1.12:1.26로 나타나 상 으로 부부폭력에 취약하

다. 성역할에서는 성역할(스트 스, 책임감)은 2.59:2.87

로 나타나 성역할에 상 으로 스트 스와 책임감을 

가졌다. 끝으로 사회  자본에서는 가교형 사회자본은 

.08:.08로 나타나 가교형 사회자본은 차이가 없는 반면, 

결속형(왕래) 사회자본은 29.22:33.82로, 결속형( 화통

화) 사회자본은 88.70:93.00로 나타나 결속형 사회자본

(왕래, 화통화)이 상 으로 많았다.

2.2 자살계획으로 구체화한 대상자의 특성

표 3. 자살계획으로 구체화한 대상자의 특성

변수 측정변수
자살생각 자살계획

평균 SD 평균 SD

개인심리
우울 1.69 .60 1.87 .66

자아존중감 2.79 .50 2.64 .54

건강상태

장애여부 .15 .36 .18 .39

장애등급 .47 1.30 .58 1.39

만성질환 1.78 1.44 2.07 1.36

주관적 건강 2.80 1.07 3.01 1.00

소득수준
경상소득 3024 2529 2380 1909

가처분소득 2833 2306 2247 1747

음주습관 문제음주 1.25 .54 1.41 .75

가족생활 가족생활만족도 4.93 1.25 4.60 1.34

부부생활 부부폭력 1.26 .52 1.36 .68

성역할 스트레스, 책임감 2.87 .78 2.93 .84

사회자본

가교형 .08 .27 .08 .28

결속형(왕래) 33.82 66.43 36.59 73.66

결속형(전화통화) 93.00 100.30 86.80 99.69

[표 3]에서 자살생각 비 자살계획으로 구체화한 

상자의 경우, 먼  개인심리에서는 우울은 1.69:1.87로 

나타나 상 으로 우울에 취약한 반면, 자아존 감은 

2.79:2.64로 나타나 상 으로 그 수 은 낮았다. 건강

상태에서는 장애여부는 .15:.18로, 장애등 은 .47:.58로 

나타나 상 으로 장애인이거나 증장애인일 가능성

이 높았고, 만성질환은 1.78:2.07로, 주  건강은 

2.80:3.01로 나타나 상 으로 만성질환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지 않게 생각하 다. 소득

수 에서는 경상소득은 3024만원:2380만원으로, 가처

분소득은 2833만원:2247만원으로 나타나 상 으로 

소득에 취약하 다. 음주습 에서는 문제음주는 1.25: 

1.41로 나타나 상 으로 문제음주에 노출되었다. 가

족생활에서는 가족생활 만족도는 4.93:4.60로 나타나 상

으로 그 수 은 낮았고, 부부생활에서는 부부폭력

은 1.26:1.36로 나타나 상 으로 부부폭력에 취약하

다. 성역할에서는 성역할(스트 스, 책임감)은 2.87:2.93

로 나타나 성역할에 상 으로 스트 스와 책임감을 

가졌다. 끝으로 사회자본에서는 가교형 사회자본은 

.08:.08로 나타나 가교형 사회자본은 차이가 없었다. 반

면 결속형(왕래) 사회자본은 33.82:36.59로, 결속형( 화

통화) 사회자본은 93.00:86.80로 나타나 결속형(왕래) 

사회자본이 상 으로 많은 반면, 결속형( 화통화) 

사회자본이 상 으로 었다.

2.3 자살시도로 구체화한 대상자의 특성

표 4. 자살시도로 구체화한 대상자의 특성

변수 측정변수
자살계획 자살시도

평균 SD 평균 SD

개인심리
우울 1.87 .66 1.87 .66

자아존중감 2.64 .54 2.64 .55

건강상태

장애여부 .18 .39 .20 .40

장애등급 .58 1.39 .67 1.50

만성질환 2.07 1.36 2.03 1.39

주관적 건강 3.01 1.00 3.01 .98

소득수준
경상소득 2380 1909 2359 191

가처분소득 2247 1747 2247 178

음주습관 문제음주 1.41 .75 1.37 .74

가족생활 가족생활만족도 4.60 1.34 4.66 1.38

부부생활 부부폭력 1.36 .68 1.41 .73

성역할 스트레스, 책임감 2.93 .84 2.97 .87

사회자본

가교형 .08 .28 .08 .27

결속형(왕래) 36.59 73.66 45.25 81.40

결속형(전화통화) 86.80 99.69 93.49 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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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자살생각에 관련된 변인들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변수 측정변수
자살생각

B Exp(B) p
상수항 -1.768 .171 .118

개인심리
우울 1.221 3.392 .000

자아존중감 -.656 .519 .009

건강상태

장애여부 .443 1.557 .502

장애등급 -.059 .943 .764

만성질환 .057 1.059 .393

주관적 건강 -.239 .788 .033

소득수준
경상소득 -.001 .999 .022

가처분소득 .001 1.001 .024

음주습관 문제음주 -.158 .854 .412

가족생활 가족생활만족도 -.088 .915 .391

부부생활 부부폭력 .456 1.577 .006

성역할 스트레스, 책임감 .263 1.301 .023

사회자본

가교형 .341 1.406 .137

결속형(왕래) -.003 .997 .030

결속형(전화통화) .002 1.002 .005

-2Log Likelihood Ratio x2 = 1272.233***
Cox & Shell x2 = .069
Nagelkerke x2 = .142

표 6. 자살계획에 관련된 변인들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변수 측정변수
자살계획

B Exp(B) p
상수항 -.6.535 .001 .047

개인심리
우울 -.388 .678 .502

자아존중감 .190 1.209 .764

[표 4]에서 자살계획 비 자살시도로 구체화한 상

자의 경우, 먼  개인심리에서는 우울은 1.87:1.87로, 자

아존 감은 2.64:2.64로 같게 나타나 상 으로 그 수

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건강상태에서는 장애여부는 

.18:.20로, 장애등 은 .56:.67로 나타나 상 으로 장애

인이거나 증장애인일 가능성이 높았고, 만성질환은 

2.07:2.03로 나타나 오히려 상 으로 자신의 건강상태

를 좋게 생각하 다. 주  건강은 3.01: 3.01로 나타나 

상 으로 그 수 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소득수 에

서는 경상소득은 2380만원:2359만원으로 나타나 상

으로 소득에 취약하 지만, 가처분소득은 2247만

원:2247만원으로 나타나 상 으로 그 수 에서는 차

이가 없었다. 음주습 에서는 문제음주가 1.41:1.37로 

나타나 오히려 상 으로 문제음주에 덜 노출되었다. 

가족생활에서는 가족생활 만족도는 4.60:4.66로 나타나 

오히려 상 으로 그 수 은 높았다. 반면 부부생활에

서는 부부폭력은 1.36:1.41로 나타나 상 으로 부부폭

력에 취약하 고, 성역할에서는 성역할(스트 스, 책임

감)은 2.93:2.97로 나타나 상 으로 성역할에 스트

스와 책임감을 가졌다. 끝으로 사회자본에서는 가교형 

사회자본은 .08:.08로 나타나 그 수 에서는 차이가 없

는 반면, 결속형(왕래) 사회자본은 36.59:45.25로, 결속

형( 화통화) 사회자본은 86.80:93.49로 나타나 결속형

(왕래, 화통화) 사회자본이 상 으로 많았다.

3. 자살생각, 자살계획 및 자살시도에 관련된 유발

요인의 영향력 분석

3.1 자살생각에 관련된 유발변인의 영향력 분석

[표 5]에서 자살생각에 련된 요인들에 한 모형의 

설명력은 Cox & Snell R
2=.069, Nagelkerke R2=.142로 

나타나 유의하 고(-2Log Likelihood Ratio x2= 

1272.233, p<.001), 모형 합도 한 Hosmer- 

Lemeshow x
2=50.229로 나타나 유의수  0.05에서 합

하 다. 자살생각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회

귀계수 값을 제시하는 모수추정값은 개인심리에서는 

우울  자아존존감 모두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우울의 

한 단 가 증가할수록 자살생각의승산비가 3.392배로 

증가하 고(p<.001), 자아존 감의 한 단 가 증가할수

록 자살생각의 승산비가 0.519배(1-.519=.481, 48.1%)로 

감소하 다(p<.01). 건강상태에서는 주  건강상태

만 유의하게 나타나 주  건강 상태가 한 단  증가

할수록 자살생각의 승산비가 0.788배(1-.788=.212, 

21.2%) 감소하 고(p<.05), 소득수 에서는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모두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그 향

력은 아주 미미하 다(p<.05). 부부생활에서는 부부폭

력이 유의하게 나타나 부부폭력 한 단 가 증가할수록 

자살생각의 승산비가 1.577배로 증가하 고(p<.01), 성

역할에서 성역할(스트 스, 책임감)이 유의하게 나타나 

성역할(스트 스, 책임감) 한 단 가 증가할수록 자살

생각의 승산비가 1.301배로 증가하 다(p<.05). 끝으로 

사회자본에서는 결속형 사회자본(왕래, 화통화)만 유

의하게 나타났지만, 그 향력은 아주 미미하 다

(p<.05 & p<.01).

3.2 자살계획에 관련된 유발변인의 영향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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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

장애여부 .813 2.256 .597

장애등급 -.506 .603 .322

만성질환 .082 1.085 .666

주관적 건강 .742 2.100 .017

소득수준
경상소득 -.002 .998 .083

가처분소득 .002 1.002 .098

음주습관 문제음주 1.890 6.618 .000

가족생활 가족생활만족도 -.016 .984 .954

부부생활 부부폭력 .365 1.440 .237

성역할 스트레스, 책임감 .096 1.101 .792

사회자본

가교형 .545 1.724 .421

결속형(왕래) -.010 .990 .169

결속형(전화통화) .004 1.004 .149

-2Log Likelihood Ratio x2 = 135.520***
Cox & Shell x2 = .152
Nagelkerke x2 = .282

표 7. 자살시도에 관련된 변인들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변수 측정변수
자살시도

B Exp(B) p
상수항 -5.685 .003 .159

개인심리
우울 -.624 .536 .397

자아존중감 .080 1.084 .920

건강상태

장애여부 -1.231 .292 .619

장애등급 .260 1.297 .680

만성질환 -.028 .973 .910

주관적 건강 .744 2.104 .054

소득수준
경상소득 -.003 .997 .066

가처분소득 .003 1.003 .063

음주습관 문제음주 1.123 3.073 .038

가족생활 가족생활만족도 -.003 .997 .994

부부생활 부부폭력 .811 2.250 .022

성역할 스트레스, 책임감 -.139 .871 .767

사회자본

가교형 .730 2.075 .357

결속형(왕래) .000 1.000 .947

결속형(전화통화) .001 1.001 .798

-2Log Likelihood Ratio x2 = 92.661***
Cox & Shell x2 = .096
Nagelkerke x2 = .237

[표 6]에서 자살계획에 련된 변인들에 한 모형의 

설명력은 Cox & Snell R2=.152, Nagelkerke R2=.282로 

나타나 유의하 고(-2Log Likelihood Ratio x
2=135.520, 

p<.001), 모형 합도 한 Hosmer-Lemeshow 

x2=40.448로 나타나 유의수  0.05에서 합하 다. 자

살계획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회귀계수 값

을 제시하는 모수추정값은 건강상태에서는 주  건

강상태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나 주  건강 상태가 한 

단  증가할수록(나빠질수록) 자살계획의 승산비가 

2.100배 증가하 고(p<.05), 음주습 에서는 문제음주

가 유의하게 나타나 음주습 이 한 단  증가할수록(문

제음주자가 될수록) 자살계획의 승산비가 6.618배 증가

하 다(p<.001).

3.3 자살시도에 관련된 유발변인의 영향력 분석

[표 7]에서 자살계획에 련된 변인들에 한 모형의 

설명력은 Cox & Snell R
2=.096, Nagelkerke R2=.237로 

나타나 유의하 고(-2Log Likelihood Ratio x
2=92.661, 

p<.001), 모형 합도 한 Hosmer-Lemeshow 

x
2=30.719로 나타나 유의수  0.05에서 합하 다. 자

살시도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회귀계수 값을 제시

하는 모수추정값은 음주습 에서는 문주음주가 유의하

게 나타나 문제음주가 한 단  증가할수록(문제음주자

가 될수록) 자살시도의 승산비가 3.073배 증가하 고

(p<.05), 부부생활에서는 부부폭력이 유의하게 나타나 

부부폭력이 한 단  증가할수록 자살시도의 승산비가 

2.250배 증가하 다(p<.05).

Ⅵ.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6차년도(2011년) 한국복지패 에 참여한 

10,991명을 상으로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

로 이어지는 일련의 자살에 향을 미치는 유발변인의 

상  향력을 로지스틱 회귀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사회복지  함의를 제시하고자 시행되었다.

분석 결과, 첫째, 자살생각에 련된 유의한 변인들의 

상  향력은 우울의 한 단 가 증가할수록 자살생

각의 승산비가 3.392배로 증가하 고, 자아존 감의 한 

단 가 증가할수록 자살생각의 승산비가 0.519배로 감

소하 고, 주  건강 상태가 한 단  증가할수록 자

살생각의 승산비가 0.788배 감소하 고, 경상소득  가

처분소득은 그 향력이 아주 미미하 고, 부부폭력 한 

단 가 증가할수록 자살생각의 승산비가 1.577배로 증

가하 고, 성역할(스트 스, 책임감) 한 단 가 증가할

수록 자살생각의 승산비가 1.301배로 증가하 고, 결속

형 사회자본(왕래, 화통화)은 그 향력이 아주 미미

하 다.

둘째, 자살계획에 련된 유의한 변인들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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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은 주  건강 상태가 한 단  증가할수록(나빠질

수록) 자살계획의 승산비가 2.100배 증가하 고, 문제

음주가 한 단  증가할수록(문제음주자가 될수록) 자살

계획의 승산비가 6.618배 증가하 다.

셋째, 자살시도에 련된 유의한 변인들의 상  

향력은 문제음주가 한 단  증가할수록(문제음주자가 

될수록) 자살시도의 승산비가 3.073배 증가하 고, 부

부폭력이 한 단  증가할수록 자살시도의 승산비가 

2.250배 증가하 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도출된 사회복지  함

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개인의 건강을 유지하기 해서는 심리  차

원에서 우울의 버 목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아존 감 

기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46]. 우울과 자아존 감 간

에는 동시다발 이고, 상호순환  효과가 있기 때문이

다[21]. 자아존 감은 자신의 삶의 통제하고 조 하는 

내 인 자원으로 주변 환경에 처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회자원을 활용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자신으로 향한 

부정 인 태도를 완화시킨다[70]. 게다가 정신건강은 

폭력  행 에 하게 련되는데, 자신의 정성을 

낮게 평가할수록, 즉 자존감이 낮을수록 폭력  행 에 

수용 인 태도를 갖게 되며[71], 공격성과 감을 매

개로 배우자폭력에 향을 미치게 된다[72]. 실제로 자

존감이 낮을수록 배우자폭력이 증가한다는 실증  연

구들도[73-76]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

는 폭력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자신에 한 정

인 평가와 존엄에 한 인식을 향상시키는 그 자체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인 계를 원만하게 유

지시켜 으로써  폭력가해자는 물론 피해자 자신의 삶

을 만족스럽게 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일이다. 

컨 , 정성 강화 개입 로그램이나 자기효능감, 자기

통제감  자기 리능력 강화 로그램, 인지  개입

로그램,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정신건강유지ㆍ증진 

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77].

둘째, 문제음주상태에서는 역기능 인 정서  반응

과 행 가 발 되어 실을 왜곡·과장하거나[78] 통제

력을 상실하고 타인의 행동이나 언어를 왜곡·인지함으

로써 결국 폭력  행 로 이어지고, 폭력피해자에게는 

신체  폭력보다 더 심각한 상해를 래한다[79-83]. 

따라서 음주  약물의 남용에 한 개입 로그램은 폭

력행 감수성 로그램을 통합하여 근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공지향 이고 목 지향 인 삶을 강요하는 

우리사회에서 개개인의 부정하고 싶지 않은 삶의 목표

에서의 궤도이탈은 자신의 존재감의 상실은 물론 정체

감의 혼란으로 이어져 극심한 스트 스나 박탈감을 유

발하여 좀 더 극단 인 선택을 요구하는 심각한 기로 

이어질 수 있다[46]. 따라서 성불평등(gender inequality)

이나 성양극화(gender polarization)[84]를 극복하기 

해서는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가치지향  삶을 

사는데 원조할 필요가 있다. 컨  사회화 로그램이

나 다양성에 한 감수성 로그램을 들 수 있다.

넷째, 양성평등사회에 한 우리사회의 인식 변화와 

여성의 지 향상으로 인해 배우자폭력을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인식하고 사회 으로 처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우리사회에서는 배우자폭력의 심각성을 간과하거

나, 공공연하게 방치하거나 묵인하는 경향이 있다[85]. 

최근 배우자폭력과 련된 연구는 신체  폭력보다 결

혼만족도, 그리고 우울과 련된 심리  폭력[86]이 폭

력 피해자들을 심리 으로 더 황폐하게 만든다고 지

하면서 이에 한 개입 필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83]. 

컨 , 폭력행 감수성 로그램은 물론 정서 ·심리

 치료 상담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본 연구는 2차 자료 분석의 제약뿐만 아니라 횡단자

료분석의 제약이 존재한다. 따라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

을 통해 도출된 자살에 한 유발변인의 향력 한 

시간에 따른 인과  계가 아니라 동시 으로 측정된 

각 변인들의 회귀  계이기 때문에 종단연구에서 좀 

더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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