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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김운삼
강동대학교 유아교육

Relationships Affecting Youth Suicide 

Un-Sam Kim
Early Childhood Education, GangDo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서베이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인 거리감을 좁히고 가족 내에서 더욱 화합하기 위한 각 가정에서

의 노력이 필요하며, 부모 자녀 간에 때때로 무심코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인 폭력을 의식적으로 줄여야 한다. 둘째,

자살시도를 하는 청소년이 발생할 때, 학교나 교육기관, 지역사회의 상담관련 기관에서는 청소년의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자살예방교육 및 자살태도 교육 등 그 후속조치를 반드시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모방 자살이나

충동적인 자살생각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셋째, 청소년의 자살예방 및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를 고려

한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자살예방 교육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학교밖 청소년에게도 실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우울이 높은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개입하는 것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예방하는 데에 필요하리라 본다. 

주제어 : 청소년, 자살생각, 유아교육, 위험요인, 가정폭력

Abstract  This study used survey research metho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narrow the psychological distance between the 
parents and the adolescents, to make efforts in each family to be more harmonious within the family, and to 
reduce consciously the physical and verbal violence which is sometimes unintentionally applied between the 
parents. Second, when adolescents attempt suicide, counseling agencies in schools,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local communities should be able to respond effectively to adolescent crisis situations, and follow-up measures 
such as suicide prevention education and suicide attitude education must be conducted Efforts should be made 
to reduce juvenile delinquent suicide and impulsive suicidal thoughts. Third, when developing adolescent suicide 
prevention and related programs, differentiated programs and suicide prevention education should be tried. 
Fourth, I think that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suicidal thoughts of adolescents by early detection and 
intervention of high - depression adolescents by establishing a system that can be applied to adolescents out of 
school.

Key Words : Youth, Suicidal Thought, Early Childhood Education, Risk Factors, family[domestic] violence 

Received 6 July 2018, Revised 16 July 2018

Accepted 23 July 2018

Corresponding Author: Un-Sam Kim(Gangdong University)

Email: edupsy9@hanmail.net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 

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ISSN: 2466-1139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64 ❙Industry Promotion Research 2018 Jul; 3(2): 63-78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의 자살 사건이 매체를 통해 자주 

방송되어 그 심각성이  리 알려지고 있는데 그 발생비

율 역시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다. OECD 

평균 자살률(OECD 표 인구 10만 명 당)이 11.2명인데 

반해 한국은 28.4명으로 OECD 국가  가장 높은 수치

를 기록하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 표한 2009년 우리나

라 국민의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스스로 목숨

을 끊은 사람은 15,413명으로 2008년에 비해 2,555명

(19.3%)이 증가하 다. 연령 별로는  연령층에서 자

살률이 증가한 가운데 청소년의 자살률 증가가 매우 큰 

사회  이슈가 되고 있다. 2005년 279명이던 국의 10  

자살자가 해마다 증가하여 2009년에는 446명까지 늘어났

고, 자살이 10 의 사망원인  1 로 나타났다(통계청, 

2010).

자살생각은 엄격한 의미에서 자살과 다른 속성을 지

니지만 논리 으로 자살시도 나 자살행 에 앞서 나타

나는 연속 인 과정의 출발 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자

살행 는 자살시도를 경험한 사람에게 많이 발생하고, 

자살시도는 자살생각을 많이 경험한 자들에게서 일어난

다는 경험  연구가 이를 뒷받침 한다(Cohen , Spirito & 

Brown , 1996 ; Lewinsohn , Rohde & Seeley , 1996 ; 홍

나미, 2011 재인용).

이러한 청소년 자살의 사회․환경  배경에는 이들의 

가장 한 환경인 가정과 학교가 존재하고 있으며 학

업 성취문제 (Chun, 2001; Sohn, 2005; Moon, 2006), 가정

의 경제  상황 (Nam, Choi, & Min, 2011), 가정 내 학  

피해 경험 (Kim, Chung, & Lee, 2009; Park, 2010), 학교

폭력 피해 (Kim & Lee, 2009; Kim & Lee, 2010; Lubell 

& Vetter, 2006) 등이 청소년 자살의 사회  배경으로 확

인되었다. 특히 가정과 학교에서의 학 나 폭력 피해는 

청소년 자살과 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Park, 2010; Nam, Choi, & Min, 2011; Kim & Nam, 

2013), 부모로 부터의 학  경험  신체  학 는 자살

생각과 련이 높고(Nilsen & Conner, 2002), 학생의 

경우 부모로 보터 학 를 받았을 때 고등학생에 비해 사

회 지지 등의 향이 무의미해서 자살 험이 커질 수 

있어서 어느 연령층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Park, 

2010). 뿐만 아니라 국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약 1년

간 12.0%의 청소년이 학교폭력의 피해를 경험하며, 이  

44.7%가 학교폭력 피해 경험으로 자살생각을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The Foundation for preventing youth 

violence, 2013). 한 학교폭력피해 경험이 고등학생의 

경우 5.7%인데 비해 학생의 경우 13.4%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Ministry of education, 2012) 학교폭력에 

의한 자살생각도 학생이 높음을 간 으로 알 수 있

다.

청소년의 자살생각은 개인의 심리  차원이나 특정 

사회구조 등의 단일요인에 의해 일어나기 보다는 개인의 

심리  특성과 함께 가족, 학교  사회  요인을 포함한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일어난다고 선행연구들에서 밝

히고 있다(김운삼, 1997; 김기환· 명희, 2000; 최원기, 

2004; 조윤숙, 2008). 자살은 일단 일어나고 나면 이에 

한 어떠한 개입이나 조치도 소용이 없기에, 방만이 자

살에 한 유일한 처이므로 자살의 험이 있거나 자

살생각이 있 는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고도 

효과 인 개입 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하

다고 할 수 있다(김정수·노성덕, 2003). 그러므로 청소년

들의 일반화되어가는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기 한 효과

인 개입 방안을 마련하기 해서는 무엇보다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향을 미치는 련 요인을 검토하고 규명하

는 것이 매우 요하다.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지만 청소년을 가장 가깝게 경험하는 부모· 래·

친척·교사와의 인간 계와 가족·학교·사회요인 이 청소

년의 성장과 변화에 직 으로 향을 미친다. 이런 다

양한 요인들을 포  할 수 있으면서도 일 되게 연구되

고, 청소년들이 가장 크게 경험하는 가족 요인  부모학

  폭력과 친인척자살경험이 강력한 요인이라는 선행

연구들 (보건복지부, 2011; 청소년폭력 방재단, 2011)의 

보고에 의해 부모와 자녀와의 계형성은 그 어느 시기

보다 더 요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부모의 학 와 폭

력, 친인척자살경험은 청소년에게 심각한 정신  스트

스와 우울로 인한 자살생각에까지 이르러 향을 미친다

고 했다(김진주, 2011).

학교요인으로는 학교폭력과 학교부 응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향을 미친다 는 선행연구들(김보 , 2008; 

고선, 2009; 박재연, 2010)을 보면, 여러 학교요인들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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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들의 학교폭력과 학교부 응 요인들은 더 증가되어

가고 있고, 연령 가 고등학생들보다 기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이 훨씬 심각한 학교폭력 가해와 피해에 

노출된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회요인으로는 자살사이트  연 인 자살보도가 청

소년들의 자살생각에 강력 한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들(박병 , 2006; 김동숙, 2010; 신선철, 2012; 임채 곤, 

2013)이 있으며, 청소년들의 자살사이트방문경험과 연

인 자살보도 경험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유의한 향

을 미치며(남 옥·이상 , 2005; 이주연, 2012), 소년들  

일부는 심각한 우울로 인한 자살생각까지 이르게 되었다

고 보고되고 있다(김진주, 2011).

한 여러 선행연구들(김미애, 2006; 서혜석, 2006; 엄

태완 외, 2008; 차미 , 2010; 서상범, 2011)에서는 우울이 

청소년의 자살을 측하는 요한 요인이라는 보고가 있

지만 모든 청소년이 우울증상을 보이는 것이 아니며, 그

다고 우울청소년이 자살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청

소년의 우울과 자살생각은 한 상 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울이 가장 직 이고 자살생각을 측하는 

조증상이기에 우울을 매개요인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사

회  지지는 개인의 응  정신 건강에 직·간 으로 

미치는 것으로 청소년의 부정정서의 완충자 역할을 하며, 

청소년들의 자살을 방하고 우울을 완화시키며, 자살생

각에 향을 미치는 사회  지지(정 주·정 숙, 2007; 

강성욱, 2010; 송인한 외, 2011)를 조 요인으로 설정하고

자 한다.

자살 방을 한 개입은 청소년 시기에 집 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효과 인 개입을 해서는 청

소년 자살성향을 측하고 자살 방을 해 고려해야 할 

조  요인을 규명하는 등 청소년 자살 방을 한 시사

 도출을 한 다각 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자살을 방치하거나 청소년자

살에 효과 으로  처하지 못하여 청소년자살을 방하

지 못하는 근본 인 이유가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겪

고 있는 개인특성, 가정생활, 학교생활, 친구 계에서 야

기 된다고 가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자살의 험

요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종합 인 향과 이들 간에 

취약요인이 자살생각을 부추기는 매역할 을 하는지와 

보호요인은 자살생각을 약화시키는 조 효과가 있는지 

경로분석을 통하여 청소년 자살생각의 완화  요인을 탐

구하여 청소년 보호요인이 많을수록 청소년자살의 험

이 어들 수 있음을 밝히는데 그 목 을 둔다.

1.2 연구의 문제

본 연구의 연구목 을 한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일반  배경요인(성별, 학교계열, 거주지, 부모

의 학력, 가정의 경제력)에 따라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차

이가 있는가?

둘째, 험요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향은 어떠한

가?

셋째, 험요인(독립변인)과 자살생각(종속변인)의 

계에서 재변인인 인지  왜곡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넷째, 선정된 배경변인, 험요인, 재변인(보호요인, 

취약요인)은 자살생각을 어느 정도 종합 으로 설명하는

가? 그리고 선정된 변인의 요성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2. 이론적 배경 

2.1 자살의 개념

자살이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

라고 말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자살을 죽

음의 의도와 동기를 인식하면서 자신에게 손상을 입히는 

행 라고 하 고, 뒤르켕 자신이 일어날 결과를 측하

고 행하는 극  는 소극  행동의 직  는 간

인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죽음을 가리킨다고  하 다. 

이 게 볼 때, 안락사의 경우도 자살로 볼 수 있지 않을

까? 더 살수도 있을 텐데 좀 편히 죽기 해 수명을 단축

시키는 것에 해 이것도 자살로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명호 교수( 주우석  심리학과)

에 의하면, 안락사는 자살로 보기엔 미흡하다고 한다. 

로이드로 시작되는 정신분석학의 은  자살을 자기에

게로 돌려진 공격성, 는 자기에게로 향해져 있는 죽음

의 본능(타나토스)의 활동  요소의   극 인 표 이라 

정의하지만, 이런 주장은 검증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간 인 증명에도 실패를 했다. 

그리고 미국의 칼 메닝거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자살은 

자신을 죽이고, 죽임을 당하고, 죽는 행 라고 규정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만연되고 있는 일가족 동반자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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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의 심리를 분석해 보면 자살과 타살이 미묘하게 복

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Baumeister(1990)는 자살을 

‘자기로부터의 도피’, 즉 ‘자기와 련된 고통스런 감정과 

생각으로부터 도피하기 한 수단’으로 개념화했다. 

자살은 인간에게서만 나타난다. 인간을 제외한 어떤 

생물도 스스로를 괴하려 하지 않는다. 세포의 재생이 

로 단되거나, 어떤 종류의 화학 인 변화를 일으

키거나, 혹은 극단 인 형태의 자기보호 수단으로 자해

가 행해지는 경우,  개체보존의 본능에는 명백히 배

되는 자기 괴 행 가 찰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것들

은 종 특유의 행동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자살(suicide)

이란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는 행 로서 sui(자기 자신

을)와 caedo(죽인다)라는 단어에서 어원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자살은 자유의지에 의 해 자신의 생명을 끊는 자

발  행 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TO, 1968)에서는 

자살을 ‘치명 인 결과를 래하는 자해행 ’라고 정의하

고 있으며, 자살행 란 ‘어느 정도의 자살의도를 가지고 

그 동기를 인지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가한 상해’라고 하

다.

청소년기는 신체  감정 , 지 , 사회  변화가 격

한 시기로  스트 스가 많고 따라서 문제도 많은 시기이

다. 사회가 더욱 유동  해지면서 통 지지가 어들

고 어른들의 직장이 바 어 이직이 잦아지며 가족  이외

의 의미 있는 계를 발달 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매우 스트 스가 된다.

변화에 한 응능력과 계를 형성하는 능력이 어

떤 청소년들에게는 부분 으로 결여되어 있기에 은이

에게서 우울증의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빠른 호르몬의 

변화와 이차 성징으로 신체 인 격한 변화로 인하여 

이로 인한 취약  정신질환에 한 유 인 취약 이 

있을 수 있다. 학교 생활의 변화도 최근 이슈로  떠오른 

청소년 자살 이유이다. 청소년의 자살은 한 특이 을 

찾을 수 있다. 사  계획이 없이 충동 이고 자살은 미화

하는 경향이 있고 친구와 함께 하는 동반자살 모방자살 

등이 흔하다. 이 에 자살을 시도했거나 자살을 성공한 

청소년은 1/3에서 이 에 자사를 시도했다. 주요 우울장

애, 정신병  증상을 가졌다. 특별하게 높은 험율을 갖

는 청소년은 기분장애와 물질 남용, 공격 인 행동을 했

던 청소년이었다. 기분장애가 없이 공격성, 폭력 , 충동

인 청소년은 가족의 갈등 에 자살하기 쉽다. 남자보

다 여자에서 우울증이 있는 경우 더욱 심각한 자살의 

험요소이다. 남자에서 여자에 비해 더욱 심한 정신병리

를 가지고 있다.

자살행동이란 자살생각부터 자살계획, 자살시도, 완성

에 이르는 연속  인 범 로써 개념화될 수 있으며

(Lewinsohn et al., 1996; Pfeffer, 1986), 자살생각이 자살

에 한 생각, 계획 등 사고  측면에 을 두는 반면, 

자살시도는 구체 인 행동으로 표 되어진 경우이다(임

식, 오세진, 1999).

자살의 동기에 한 국내 연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

들은 자살생각이 부모, 이성, 교사와의 갈등, 학업문제와 

외모에 한 고민 등에 의해 향을 받는다고 밝혔다(박

배·신민섭, 1991). 교사와 래와의 갈등 계는 인 

계의 지속 인 소외감을 일으키며, 학업문제는 부모님

의 기 와 맞물려 청소년에게 압박과 스트 스로 작용하

여 자살생각을 유발할 수 있다.

2.2 자살생각의 개념

자살을 일으키는 험 요인을 알아낼 수만 있다면 자

살 상 을 미리 측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청

소년의 자살문제 해결을 해 자살 험 요인을 밝히는

데 주력해 왔다. 청소년 자살 요인을 밝히기 해서는 자

살 사례를 살펴 볼 필요 가 있는데 선행연구를 볼 때, 청

소년 자살생각을 유발하는 요 인으로는 성  부진, 진학 

실패, 가정불화, 친구와의 계 악화, 부모 상실, 좋아하

는 사람으로부터의 거 , 사랑하는 사람을 잃음 등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의해 향을 받는다.

자살생각은 우연히 는 일시 , 수동 으로 일어날 

수도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극 , 지속 인 특징을 지

닌 다양한 수 으로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여

기서 요한 것 은,자살생각이 자살의도의 어느 수 에

서 소멸되거나 분명해 지는지는 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 아무리 ‘일시 ’인 자살생 각일지라도 좀 더 지속 이

며 심각해질 수 있는 험행동의 연속선상에 있을 수 있

다는 것이다. 자살생각이 일부에게는 발달과정에서 일시

인 경험일지라도  다른 군가에게는 만성 이며, 

손상을 입히고, 잠재 으로는 삶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살생각의 심각성보다 자살생각 그 

자 체의 여부가 요함을 기억해야 한다(Reinherzet.al.,2006; 

홍나미, 2011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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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생각에 한 원인 연구  표 으로 다루어진 

요인은 우울로, 우울은 청소년 자살생각에 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많은 연구들에서 공통 으로 언 되는 심리

 변인이기도 하다(서한나, 2011; 진혜민, 2012 재인용). 

Metha 외(1998)는 청소년 자살 험요인에 한 이론

인 모델연구에서 우울증, 망감, 자존감 등을 측변수

로 보고 모든 변수들이 자살생각에 향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우울증에서 남학생은 약물 다음으로 자살 험으

로 가는 반면 여학생들의 경우는 우울증에서 바로 자살

험으로 넘어갔다. 망감에서는 남·여학생 모두에 게 

약물남용으로 갈 가능성을 보 으며, 우울증은 여학생들

에 게 있어서만 낮은 자존감에 한 반응을 나타났다. 홍

나미와 정 순(1999)은 청소년 우울과 련한 자살생각 

향 요인 연구를 통해 성별에 따른 여러 요인들의 우울

과 자살생각의 감소를 한 개입방법을 제시하 다. 유

재순 외(2008)는 청소년의 우울, 망감, 주의력결핍과잉

행동장애, 인터넷 독 등의 요인이 자살 생각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다

청소년 자살생각과 련하여 여러 요인  스트 스

에 을 맞춘 연구도 있다. 박경(2004)은 청소년들의 

부정 인 스트 스는 자살 과거력의 유무와 상 없이 자

살사고에 향을 미치며, 사회  문제해결능력의 유무나 

무망감 유무에 따라 자살 사고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한, 임성택(2007)은 가정 스트 스, 래 계 스트

스, 학교 련 스트 스가 자살생각에 향을 미친다고 

하 고, 고재홍과 윤경란(2007)은 청소년들의 생활 스트

스  자기문제와 련된 스트 스가 자살생각에 가장 

크게 향을 미친다고 하 으며 다음으로 가족 계 스트

스, 학교생활 스트 스, 환경문제 스트 스, 교우 계 

스트 스 순으로 자살생각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이 개인 생활 스트 스인 학교생활, 자기문제, 환경문

제에는 자아탄력성이 자살생각을 조 해 주는 완충역할

을 한다고 하 다.

지 까지의 내용을 볼 때 청소년기에서의 자살생각은 

다른 연령층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으며 자살생각에서 머

무르기 보다는 제어장치 없이 충동 , 감정  응으로 

곧바로 자살생각 에서 자살행동으로 구체화 될 가능성 

높아 이러한 차이 을 인지하고 청소년기 자살을 이해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정리해보면, 청소년의 자살률을 

낮추기 해서는 자살생각 에 향을 주는 요인들을 밝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개입을 통해 자살을 미연에 

방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신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3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청소년기

의 독특한 특성과 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청소년기를 

흔히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들 한다. 청소년기는 심리 으

로나 정서 으로 불안정하며 상처받기 쉬운 불안한 기

의 시기로서 아 동기를 벗어나 성인기로 발달하는 과정

의 낀 세 로 격한 생물학 ·정서  변화를 경험하며, 

자아의식의 발달과 부모로부터의 독립, 억제된 환경으로

부터 이탈을 하고자 하는 심리 , 정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신체 으로는 성호르몬 의 분비증가와 더불어 이

차성장이 나타나 신체 ・성 발달이 진되고, 심리

으로는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불안정하며, 사회문화 으

로는 다양한 인재와의 계를 통해 사회  계를 이루

어가는 반면 매체나 유해환경에 매우 민하게 향

을 받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청소년

기는 다양한 환경 에 노출될 경우 충동 이고, 극단 인 

자살생각과 문제행동을 보이며 심리  갈등을 야기할 가

능성이 높다. 특히 청소년 자살은 개인 심리  요인에 의

하기 보다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부정 인 요인이 크다.

(장은선 외, 2007; 박재산 외, 2010; 우채  외, 2011; 장은

진, 2011).

주변 환경의 강력한 요인  가족요인(최인재, 2010; 

이근  외, 2011), 학교요인 (김정수·노성덕, 2003; 우채

·김 희, 2011), 사회요인(고성은·홍혜 , 2009; 장선희·

이미애, 2010) 등 인 계로 인한 요인들이 청소년들의 

주요한 자살생각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래와의 계

에서 소외되거나 인 계능력이 미숙한 청소년 들은 자

살생각을 하거나 자살시도를 하게 된다(이창식 외, 2012).

가족요인  부모의 자녀학 는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시도에 강력한 향을 미치는 요인이다(보건복지부, 

2011; 청소년폭력 방재단, 2011). 부모로부터 학 를 경

험한 청소년의 경우 학  받지 않은 청소년보다 자살

험이 3배로 높았으며 (이정숙 외, 2007; 이근  외, 2011), 

자살생각의 험이 2배 이상 높았다(박병 , 2006; 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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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 2009). 자살시도의 경로를 연구한 Wan & Leng(2010)

은 신체 학 로부터 자살이 출발한다고 강조하 다. 

청소년들의 학 피해가 지속 으로 겪는 청소년은 그

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우울과 불안, 신체  공격성, 자살

생각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 순, 2008 재인용).

한 사회 으로 이혼율의 증가에 따른 가정의 해체

나 가족구성원들 간의 갈등, 교우문제 등과 함께 최근 들

어 더욱 심각해진 매체의 개방화와 무분별한 인터넷 

정보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 을 확립하는데 혼란을 

뿐 아니라, 결국 이러한 요인들의 복합 인 작용은 우

울, 물질남용  비행행동 등의 문제와 함께 자살의 험

성에까지 향을 미치게 된다(신소라, 2010).

가족이나 친척 에 자살자가 있는지 여부에 한 많

은 연구(Bridge et al., 1997), Gould 외(1996)들을 보면, 

한 사람 는 그 이상의 친인척자살경험이 있는 청소년

은 친인척자살경험이 없는 청소년보다 높은 자살시도 

는 자살의 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지승

희 외, 2007). 김 실(2005)은 자살을 시도한 청소년은 친

인척자살경험  한 명 는 그 이상의 자살시도자나 자

살자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친인척 자살경험은 청소년

의 우울이나 자살생각에 향을 미치고 있다. 친인척  

자살경력이 있는 청소년일 경우 자살 험 요인이 친인척 

자살경험이 없는 일반청소년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연구

가 있다(하 희, 2001).

학교요인  학교폭력 역시 국내 선행연구를 정리하

면 험 요인이며(김보 , 2008; 고선, 2009; 박재연, 

2010), 국외의 선행연구(Rigby와 Slee, 1999; Brunstein 

et al., 2007) 에서도 학교폭력의 피해청소년이 자살가능

성이 높음을 제 시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학

교폭력 피해경험이 연 성이 있었다(박재연, 2010). 하연

희(2001)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자살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때가 학교폭력을 당할 때라는 결과가 나타났으

며, 김정수와 노성덕(2003)의 연구 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어느 때에 자살을 생각하는지에 설문에 ‘학교폭력을 당 

했을 때’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

를 볼 때, 학교폭력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악된다.

학교생활은 하루  청소년들이 가장 오랫동안 머무

는 곳으로 학교생활에 잘 응하지 못할 경우 청소년들

은 불안과 망, 그리고 소외감 등을 느끼며 소극  인 

자세로 자신감이 없어지고 돌발 인 행동을 하게 된다

(이미라, 2001). 김성춘(2002)은 학교생활을 잘 응하지 

못한 청소년이 자살생각이 더 많이 하 고, 박 숙(2009)

의 연구보고에서도 학교생활하면서 겪는 스트 스가 자

살생각의 험 요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회요인에 해당되는 표 인 요인으로는 인터넷 자

살 사이트의 향과  매체의 연 인 자살보도의 

향을 들 수 있다(박병 , 2006; 김동숙, 2010; 경향 일보, 

2013; 박종익, 2012; 신선철, 2012; 임채곤, 2013).

지 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독립

변수가 종속변수에 향이 미치는지를 살펴 본 연구와 

다양한 독립요인들이 자살생각에 향을 미치는지에 

한 다변인 연구로 이루어져 있다. 먼 , 단편 으로 몇 가

지 변인만 살펴 본 연구들  박재연(2010)은 자살생각 

유발변인으로 아동학 를, 억제변인으로 가족탄력성과 

사회  지지를 선택하여 자살생각과의 계를 살펴보았

고, 우채  등(2010)은 억제변인을 제외하고 자살생각의 

유발변인인 부모-자녀, 교사-학생, 래의 부정 인 

계와 스트 스, 그리고 우울만을 선택하여 연구하 다. 

한 청소년의 자살 험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

본 김 주(2008)의 연구와,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우울을 

청소년 자살생각과 련하여 살펴 본 엄태완 외(2008)의 

연구 등 다수의 연구들이 매우 유사한 연구가 이루어 

졌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단편 인 

몇 개의 변인으로만 련지어 살펴보았고, 변인들 간의 

상호복합 인 면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에는 한계를 지

니고 있다(임소선, 2006). 반면,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련된 요인들을 다양한 요인들로 묶어 다변인 분석 을 시

도한 연구들이 있다. 박병 ·노필순(2007)은 청소년의 자

살생각 원인을 개인체계, 가족환경체계, 학교환경체계, 

친구환경체계, 매체환경체계로 나 고, 어떤 변인이 

자살생각을 유발하고 억제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

과 개인체계 변인인 우울이 자살생각을 가장 많이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가족환경체계 

변인인 학  경험과 부모폭력이 자살생각을 유발하는 것

으로, 개인체계 변인인 자아존 감은 자살생각을 억제시

키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Wyndham(1998)의 연구에서 ‘부모간의 폭력을 

목격하는 경우와 자녀 가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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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생각

자살계획 1, 2, 5, 6, 10, 11, 12, 13

자살시도 3, 4, 7, 8

자살실행 9, 14

계 14문항

경험’의 요인으로, Baldry & Winkel(2003)의 연구에서

도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경험’의 요인으로, Bridge 

외(1997)의 연구에서는 ‘친인척자살경험’의 요인으로, 

Gould 외(2003)의 연구에서도 ‘자살의 가족력’의 요인으

로 구성하여 사용하 다(용미주, 2011).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향을 미치는 

이 모든 내용을 포 할 수 있으면서도 일 되게 보고된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향을 미치는 요요인으로 “부모

학   폭력과 친인척자살경험을 가족요인으로 삼고자 

한다.

한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향을 미치는 학교요인으

로 Rigby와 Slee(1999)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살생

각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구성하 으며, Reinherz 등

(2006)의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의 요인으로, Rueter 등

(2005)의 연구에서는 ‘학교애착’을 요인으로, Langhin 

richsen(2009)의 연구에서는 ‘학교 폭력’을 요인으로, 

Rohde와 Rohling(2003)의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경

험’ 을 가장 높은 요인으로 구성하 는데, 이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향을 미치는 포  의미로서 청소년의 자

살생각에 향을 미친다(박재연, 2010).

3. 연구의 방법

3.1 연구의 대상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을 규명하기 해 서베이 연구방법을 사용하 다. 본 연

구가 서베이 연구 설계를 사용한 것은 청소년의 자살생

각에 향을 미치는 요인간의 향력을 밝히기 해 요

인들의 계를 표 할 수 있는 다수의 표본에 한 연구

가 필요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표집 차는 다음과 같다. 먼  서울·경기지

역의 ·고등학교에 재학 인 학생들을 모집단으로 설정

하 다. 표본추출은 학생이 아닌 학교를 기본 단 로 하

며, 체 1,000명의 학교청소년들을 상으로 조사하여 

이들  자살생각 청소년들의 표본을 추출하 다. 이

게 다수의 ·고등학생들을 조사 상으로 할 수밖에 없

었던 것은 본 연구의 분석에 있어서 정확도를 한 표본

을 확보하기 해서이다. 즉, 조사 상 청소년들  자살

생각을 가진 청소년을 선별하고, 이들 에서도 자살생

각을 많이 하는 청소년들과 그 지 않은 청소년들의 표

본 이 어들기 때문이다.

재 조사의 상은 서울·경기지역소재 ·고등학교 

총 8개교( 학교 4개교  : 남·여 각각 2개교, 고등학교 

4개교 : 남·여 각각2개교, 인문계 2개교) ·고등학교 2, 

3학년에 재학 인 청소년이다. 조사 상 학교는 성별, 

학교  고등학교(인문계)의 비율에 따라 비례층화표집 

하 으며, 학 의 선정은 학교의 내부사정에 따라 학교

장이나 의뢰받은 담당교사가 선정하도록 하 다.

3.2 측정도구

3.2.1 자살생각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이다. 청소년

의 자살생각을 측정하기 해 Reynolds(1998)의 자살생

각 척도(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를 번안하고 요

인분석에 맞도록 재구성한 박병 (2006)의 연구에서 사

용된 척도를 본 연구에 사용하 다. 척도는 총 14문항으

로 구성하 으며, 지난 1년간의 청소년의 자살에 한 생

각의 빈도를 측정하여 ‘  없다’ 1 에서 ‘거의 매일’ 5

인 5  리커트 척도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 다. 

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살 생각이 많은 것을 의미한

다. 자살생각의 신뢰도 계수는 .96이다.

<표 3-1> 자살생각 척도

3.2.2 우울

본 연구에서 우울은 자신에 한 부정  인식의 결과

로서 근심, 침울, 실패감, 상실감, 무기력  무가치감을 

나타내는 정서 상태(Beck, 1974; 김교헌· 겸구, 1997)로 

정의된다. 우울 변수의 측정은 Radloff(1977)의 

CES-D(The Center for Epid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와 김오남(1988)의 척도를 사용한 박주연(2010)의 

13문항을 본 연구의 상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하 다. 

설문은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별로 5  척

도를 사용하여 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도록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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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가정폭력 경험

Straus(1979)가 제작한 CTS(The Conflit Tactics 

Scale)와 박병 (2006)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참고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다. 가 정폭력 경

험은 부모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폭력을 

한 이 있는 지를 나 어 측정하 다. 언어 , 신체  폭

력, 흉기로 폭력을 한 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언어

으로 욕이나 비난한 이 있다’, ‘ 치거나 주먹으로 때

린 이 있다’, ‘물건을 던지거나 흉기로 상처를 입힌 

이 있다’의 문항을 부모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

에게의 3 역으로 각 3문항씩 총 9문항으로 측정 하 다. 

응답의 범주는  없다, 1년에 1-2회, 1년에 3-4회, 한 

달에 1-3회, 주 1회 이상의 5  Likert 척도로 측정하

다. 하  신뢰도 계수는 각 부모간 .78, 부모가 자녀에게 

.80, 자녀가 부모에게 .74이고, 체 신뢰도 계수는 .87로 

나타났다.

<표 3-2> 가장폭력 경험 척도

가장폭력 경험

부모간 1, 2, 3

부모가 자녀에게 4, 5, 6

자녀가 부모에게 7, 8, 9

계 9

3.2.4 학교부적응 척도

학교부 응을 측정하기 해 박근수(2003)가 제작한 

학교부 응 행동 검사도구를 사용하 다. 이 검사는 학

교부 응 요인을 4개 역으로 나  었는데, 교사 계(8

문항), 교우 계(9문항), 학습활동 계(9문항), 학교규칙

수 계(7문항) 모두 3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측정

하기 하여 그 지 않다(1 )부터 항상 그 다(4 )까지

의 4  Likert 척도를 사용하 다. 이는 수가 높을수록 

학교부 응 수 에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학교부 응 하

요인은 다음에 제시한 바와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교부 응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0.744로 나타났다.

<표 3-3> 학교부적응 척도
하 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교사 계 4, 8, 11, 15, 22, 24, 27, 31 8

교우 계 1, 5, 9, 12, 16, 19, 25, 28, 32 9

학습활동 계 2, 6, 10, 13,17, 20, 23, 29, 33 9

학교규칙 수 계 3, 7, 14, 18, 21, 26, 30 7

합 계 33

3.2.5 사회적지지

사회  지지 측정도구는 Dubow & Ulman의 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SSAS)를 기 로 한미 (1995)

이 변한 제작한 사회  지지 지각척도를 사 용하 다. 사

회  지지 지각의 요인은 친구지지 8문항, 가족지지 8문

항, 교사지지 8문항으로서 5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

다. 설문에 한 문항의 합한 수가 높게 나올수록 사회

 지지에 한 요인을 많이 지지받는 것임을 의미한다. 

보고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0.947로 나타났다.

<표 3-4> 사회적지지 척도
항목 하 요인 문항번호

사회 지지

가족지지 1,2,3,4,5,6,7,8

래지지 9,10,11,12,13,14,15,16

교사지지 17,18,19,20,21,22,23,24

3.3 자료분석

본 연구는 양  연구방법(Quantitative research 

method)을 사용하여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련된 변인

을 밝 내고자 자료 분석은 SPSS 18.0/PC 로그램을 사

용하 다. 이 연구의 자료 분석을 한 구체 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뢰도 검사(reliability test)를 통해 Cronbac-ɑ 
계수를 산출하여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 다. 

둘째,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과 표 편차, 기술  통계

분석(descriptive analysis)으로 연구 상의 일반 인 특

성  각 변인들을 측정한 자료의 반 인 특성을 알아

보았다. 

셋째, 연구문제 1을 검증하기 해 일원변량분석과 t-

검증을 통해 하  변인들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넷째, 연구문제 2, 3을 검증하기 해 회귀분석을 선행

으로 pearson 률상 계 계수를 악하여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상 계를 살펴보고, 다회귀분석의 기

본 가정을 충족시키는지 검증하 다. 일반 으로 변인들 

간의 상 계수가 .8이상이면 다 공선성의 존재를 의심

해볼 수 있다(김두섭·강남 , 2002). 그러나 본 연구에서

는 부분 변인들 간의 상 계수가 .8미만으로 나타나 다

공선성의 험이 없으므로 각 변인들을 회귀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단하 다. 

우울증, 가정폭력경험, 학교부 응, 사회  지지가 자

살생각에 미치는 향력을 알아보기 하여 자살생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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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자살

계획

자살

시도

자살

실행

자살

생각

우울

증
부모

부모

자녀

자녀

부모

가정

폭력

교사

계

교우

계

학습

활동

학교

규칙

부

응

가족

지지

래

지지

교사

지지

사회

지지

자살

계획
1

자살

시도

.749(*

*)
1

자살

실행

.688(*

*)

.580(*

*)
1

자살

생각

.960(*

*)

.881(*

*)

.783(*

*)
1

우울

증

.587(*

*)

.488(*

*)

.665(*

*)

.630(*

*)
1

부모
.482(*

*)

.373(*

*)

.455(*

*)

.490(*

*)

.584(*

*)
1

변인들을 각각의 종속변인으로 하고 우울증, 가정폭력

경험, 학교부 응, 사회  지지의 각 하 변인들을 독립

변인으로 한 단계 (Stepwise)방식의 다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변인들의 상

 향력 크기와 종속변인에 한 설명력을 분석하 다. 

4. 연구결과

4.1 조사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본 조사에 참여한 조사 상 ·고등학생의 일반  특

성은 다음의 <표 4-1>과 같다.

<표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수 사례수(명) 백분율(%)

성별
남자

여자

392

378

50.9

49.1

학교
학교

인문계고등학교

397

373

51.6

48.4

아버지

연령

30

40

50  

60

192

258

234

 86

24.9

33.5

30.4

11.2

어머니

연령

30

40

50

60

368

254

108

 40

47.8

33.0

14.0

 5.2

아버지

학력

고졸

문 졸

졸이상

58

452

260

7.5

58.7

33.8

어머니

학력

고졸

문 졸

졸이상

88

532

150

11.4

69.1

19.5

월평균

수입

300만원미만

300∼500만원

500∼700만원

700만원이상

134

271

227

138

17.4

35.2

29.5

17.9

부직업

문/기술직

사무직

생산직

노무직

228

345

128

 69

29.6

33.8

16.6

 9.0

변   수 사례수(명) 백분율(%)

모직업

문/기술직

사무직

생산직

노무직

무직

 48

242

 48

 73

359

 6.2

31.4

 6.2

 9.5

46.6

학업성
상 권

권

하 권

284

287

199

36.9

37.3

25.8

<표 Ⅳ- 1>은 본 조사에 참여한 체 조사 상 청소

년들의 일반  특성을 제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 , 체 조사 상자들의 일반  특성을 분석한 결

과에 의하면, 성별은 체 770명  남자가 50.9%(392명)

으로 나타났고, 여자는 49.1%(3789명)로 나타났다.

학교는 학교 51.6%(397명), 고등학교 48.4%(373명)

으로 나타났고, 아버지 연령은 40 가 33.5%(358명)로 가

장 많았고, 어머니 연령은 30 가 47.8%(368명), 40  

33.0%(254명)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학력은 문 졸이 

58.7%(452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졸이상이 

33.8%(260명)으로 나타났고, 어머니는 문 졸이 

69.1%(532명), 졸이상 19.5%(150명)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평균 수입 300∼500만원이 35.2%로 가장 많

았고, 그 다음으로 500∼700만원 29.5%. 700만원이상 

17.9%, 300만원미만 17.4%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직업은 사무직이 33.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문/기술직이 29.6%, 생산직이 16.6%의 순으로 나타났고, 

어머니 직업은 무직(가정주부) 46.6%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사무직이 31.4%, 노무직 9.5%, 생산직, 문/기

술직 각각 6.2%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학업성 은 권 37.3%로 많았고, 그 다음으

로 상 권이 36.9%, 하 권이 25.8%의 순으로 나타났다.

4.2 관련변인들의 상관관계분석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한 험요인의 향분석에 앞

서 본 연구의 주요변수에 한 반 인 상 계를 알

아보기 해 Pearson 률상 계 계수를 살펴본 결과

는 <표 4-2>와 같다.

<표 4-2>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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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녀
.036 -.002.021 .024

.078(*

)

.101(*

*)
1

자녀

부모

-.219(

**)

-.200(

**)

-.184(

**)

-.229(

**)

-.142(

**)

-.271(

**)

.116(*

*)
1

가정

폭력

.204(*

*)

.124(*

*)

.197(*

*)

.197(*

*)

.335(*

*)

.540(*

*)

.711(*

*)

.446(*

*)
1

교사

계

.196(*

*)

.171(*

*)

.102(*

*)

.190(*

*)
.068

.134(*

*)
-.046

.090(*

)

.107(*

*)
1

교우

계

.123(*

*)
.063

.083(*

)

.108(*

*)
.023

.079(*

)

-.105(

**)
.065 .024

.354(*

*)
1

학습

활동

.113(*

*)

.103(*

*)
.023

.104(*

*)
-.015.028 .025

.122(*

*)

.099(*

*)

.382(*

*)

.636(*

*)
1

학교

규칙
.047 -.014-.066.010-.051.058

.115(*

*)

.150(*

*)

.186(*

*)

.251(*

*)

.406(*

*)

.425(*

*)
1

부

응

.165(*

*)

.132(*

*)

.071(*

)

.153(*

*)
.019

.082(*

)
-.034

.120(*

*)

.097(*

*)

.637(*

*)

.815(*

*)

.915(*

*)

.460(*

*)
1

가족

지지

.092(*

)

.082(*

)
.023

.085(*

)
.011-.025

-.107(

**)
-.005

-.081(

*)

.092(*

)

.142(*

*)

.087(*

)

.109(*

*)

.126(*

*)
1

래

지지
-.013 .013-.060-.014-.069

-.109(

**)

-.091(

*)
-.013

-.129(

**)
.063

.135(*

*)

.088(*

)

.103(*

*)

.116(*

*)

.484(*

*)
1

교사

지지
.054 .050-.022.044 .014 .021 .052-.042.020

.076(*

)

.092(*

)
.049 .028

.082(*

)

.233(*

*)

.345(*

*)
1

사회

지지
.060 .065-.025.052-.018-.049-.065-.026

-.083(

*)

.103(*

*)

.164(*

*)

.099(*

*)

.106(*

*)

.143(*

*)

.766(*

*)

.803(*

*)

.69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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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결과 각 변수들 간의 상 계는 우울증 .63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부모폭력이 .455 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독립변수들 간의 계는 모두 .40 이하

의 상 계를 보이고 있어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종속변수인 자살생각과 

독립변수인 험요인간의 계도 반 으로 정(+) 인 

계를 보여 본 연구문제와 련된 결과를 측할 수 있

는 것으로 단된다.

4.3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개인 련 변인의 설명력을 알

아보기 해 단계  회귀분석을 한 결과 다음 <표4-3>

과 같다. 청소년의 개인 련 변인의 하  변인을 단계별

로 투입하여 청소년의 자살생각(자살계획)에 한 향

력을 살펴보았다. 이에 앞서 독립변인들간 다 공선성의 

가 성을 악해 본 결과 VIF는 1.00이하로 10보다 

하게 작아 다 공선성이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각 변인들의 청소년 자살생각(자살계획)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베타 t R2 F

자살계획 (상수) .896  3.708***

.419
49.724*

**

우울증 .398 .470 13.670***
부모 .123 .151 4.171

부모자녀 .007 .008 .264

자녀부모
-.125 -.133

-4.485**

*
교사 계 .161 .117 3.774***

교우 계 .010 .008 .221

학습활동 .097 .071 1.876

학교규칙 .018 .012 .389

래지지 -.136 -.101 -1.871

교사지지 -.083 -.063 -1.399

사회지지 .307 .176 2.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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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의 자살생각(자살계획)에 한 회귀분석 결과, 

우울증, 자녀가 부모에게 폭력할 때, 학교부 응(교사

계), 사회 지지 체에서 41.9%의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F=49.724, p<.001). 우울증이 높고, 

자녀가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교사 계가 좋지 않은 

학생일수록 자살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단된다.

<표 4-4> 각 변인들의 청소년 자살생각(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베타 t R2 F

자살시도 (상수) 1.058  3.319***

.296 29.026***

우울증 .418 .412 10.880***

부모 .088 .090 2.252

부모자녀 -.023 -.021 -.667

자녀부모 -.146 -.130 -3.965***

교사 계 .196 .119 3.486***

교우 계 -.096 -.067 -1.615

학습활동 .217 .132 3.171**

학교규칙 -.075 -.043 -1.207

래지지 -.082 -.050 -.850

교사지지 -.074 -.046 -.941

사회지지 .283 .135 1.745

*** p<.001

청소년의 자살생각(자살시도)에 한 회귀분석 결과, 

우울증, 자녀가 부모에게 폭력할 때, 학교부 응 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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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독립변인 B 베타 t R2 F

.463 59.380***

자살생각 (상수) .958  4.121***

우울증 .445 .525 15.867***

부모 .107 .131 3.766***

부모자녀 -.003 -.003 -.109

자녀부모 -.127 -.136 -4.751***

교사 계 .161 .117 3.926***

교우 계 -.003 -.002 -.067

학습활동 .118 .086 2.363

학교규칙 -.032 -.022 -.702

래지지 -.112 -.083 -1.602

교사지지 -.087 -.066 -1.523

사회지지 .277 .159 2.341**

인  교사 계, 학습활동에서 29.6%의 유의미한 설명력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F=29.026, p<.001).

자살시도의 생각이 높은 학생은 우울증이 높았고, 자

녀가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교사 계가 원만하지 

않고, 학교에서 학습활동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살시도 생각이 높아지는 것으로 단된다.

<표 4-5> 각 변인들의 청소년 자살생각(자살실행)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베타 t R2 F
자살실행 (상수) 1.007  3.236***

.467 60.305***

우울증 .684 .601 18.227***

부모 .081 .074 2.127

부모자녀 -.001 -.001 -.021

자녀부모 -.100 -.080 -2.796**

교사 계 .092 .049 1.671

교우 계 .132 .082 2.269

학습활동 .002 .001 .034

학교규칙 -.147 -.074 -2.405

래지지 -.077 -.042 -.823

교사지지 -.129 -.073 -1.690

사회지지 .145 .062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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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의 자살생각(자살실행)에 한 회귀분석 결과, 

우울증, 자녀가 부모에게 폭력할 때에서 46.7%의 유의미

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F=60.305, p<.001). 가

족요인인 ‘부모학 ·폭력  친인척자살경험’요인이 자살

생각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조사결과 는 다양

한 요인들 가운데 자살생각에 가장 큰 향을 주었다는 

선행연구들 (Baldry & Winkel, 2003; Gould M, 2003; 

Wyndham, 1998; Bridge, 1997)을 지지 하는 것이다.

<표 4-6> 각 변인들의 청소년 자살생각(전체)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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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의 자살생각( 체)에 한 회귀분석 결과, 우울

증, 부모가 폭력할 때, 자녀가 부모에게 폭력할 때, 학교

부 응 하 요인  교사 계, 사회 지지( 체)에서 

46.3%의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F=59.380, p<.001).

자살생각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서로 유의미한 

정 상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살생각과 

우울 요인이 유의미한 높은 정  상 을 보 다. 이는 우

울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사춘기를 경험하는 시기로 가족의 심이 더

욱 요구되는 시기이다. ·고등학생은 가족과의 계에 

향을 미치며 사회  지지가 자살생각을 낮추는 변수로 

드러났다. 학생 경우 가족과의 계가 매우 요하는

데 사회  지지가 충분히 만족되지 않을 경우 자살을 선

택하게 되는 것이다. 환경의 변화에 민감한 학생들에게 

사회  지지는 요한 원동력이 됨을 알 수 있다. 사회  

지지자가 있는 경우 사회  지지자가 없는 경우에 비해 

자살생각에 미치는 향력이 낮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사회  지지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향력을 조 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결론

청소년은 자기 자신과 환경  여러 요인의 상호작용 

해석결과에 따라 히 반응하므로 청소년의 자살을 이

해하기 해서는 상황 ·환경  맥락의 이해가 요하

다.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자살을 방하기 해서는 

자살에 한 심각성을 경고한다거나 자살행동억제에 

한 심만으로는 비효과 이다. 왜냐하면 자살은 자살생

각-자살계획-자살시도-자살행동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 상이므로 먼  가장 선행단계인 자살생각을 

지니고 있는지의 유무를 알아보는 것이 요하다

본 연구를 해 서울·경기에 거주하는 청소년 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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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으로 조사하 고 그  770부의 질문지가 최종분

석에 사용되었다. 조사도구로는 자기보고식으로 답하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 다.

각 변수들 간의 상 계는 자살생각과 우울증 .63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부모폭력이 .455 로 높게 

나타났고, 종속변수인 자살생각과 독립변수인 험요인

간의 계도 반 으로 정(+) 인 계를 나타났다.

자살생각(자살계획)에 한 회귀분석 결과, 우울증, 자

녀가 부모에게 폭력할 때, 학교부 응(교사 계), 사회

지지 체에서 41.9%의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자살생각(자살시도)에 한 회귀분석 결과, 

우울증, 자녀가 부모에게 폭력할 때, 학교부 응 하 요

인  교사 계, 학습활동에서 29.6%의 유의미한 설명력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살생각(자살실행)에 

한 회귀분석 결과, 우울증, 자녀가 부모에게 폭력할 때

에서 46.7%의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살생각( 체)에 한 회귀분석 결과, 우울증, 부모가 

폭력할 때, 자녀가 부모에게 폭력할 때, 학교부 응 하

요인  교사 계, 사회 지지( 체)에서 46.3%의 유의

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심으로 결론  논의를 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

 변인에서는 청소년의 성별과 학교  소속기 , 학업

성 , 경제  수 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바, 청소년

의 자살 방  련 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를 고려한 

차별화된 로그램과 자살 방 교육을 시도해야 할 것이

다.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 심리 으로 취약한 여자 청소

년 집단에 한 심층 인 연구와 아울러 학교에 재학 

인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교밖 청소년에 한 심층 인 

연구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둘째,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가정환경 변인에서 가족지지, 부모자녀 의사소통, 가정폭

력 경험, 가족·친척의 자살 는 자살시도 경험이 자살생

각에 향을 주는 변인임이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결과

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고 바람직한 삶에 한 

태도를 심어주기 한 노력의 출발  이 바로 가정이 되

어야 하며 청소년기의 건 한 가치 과 사고형성에 

한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바로 가족임을 시사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가족의 지지와 화목이 그 어떤 사회

 지지보다도 든든한 심리  지원체계의 기 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를 해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심

리 인 거리감을 좁히고 가족 내에서 더욱 화합하기 

한 각 가정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며, 부모 자녀 간에 때때

로 무심코 가해지는 신체 , 언어 인 폭력을 의식 으

로 여야 한다.

셋째, 래 변인으로 친구의 지지와 친구의 자살 는 

자살시도 여부를 살펴보았는데, 이들 모두 자살생각과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즉 친구의 지지 정도가 낮을수

록 자살생각이 더 많은 결과를 볼 때, 청소년 시기에는 

사회  지지나 다름없는 래 친구의 지지가 매우 요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해 학교나 교육 장면에서는 

래 간의 지나친 경쟁 구도를 이끌어가기보다는 청소년

들이 바람직한 래 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리라 본다. 한 주변 친구의 

자살시도나 자살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이미 상당한 수

에 이르고 있으며, 그 심리  피해 한 크다고 생각된다. 

자살 는 자살시도를 하는 청소년이 발생할 때, 학교나 

교육기 , 지역사회의 상담 련 기 에서는 청소년의 

기상황에 효과 으로 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자살

방교육  자살태도 교육 등 그 후속조치를 반드시 실

시하여 청소년들의 모방 자살이나 충동 인 자살생각을 

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넷째,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련된 개인 변인은 자아

존 감, 우울, 공격성, 충동성, 스트 스의 요인들 모두 

자살생각과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향을 주는 개인의 심리 인 면에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구체 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강하

게 시사한다. 하나의 로 재 학교를 심으로 시범 실

시 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국학교와 학

교밖 청소년에게도 실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우

울이 높은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개입하는 것이 청

소년의 자살생각을 방하는 데에 필요하리라 본다.

아울러 과거의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극 인 개입을 통해 개인 상담이나, 자살 방 교육 는 

자살태도 련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재 자살사

이트에 속하거나 검색하는 것이 비교  쉽게 이루어져 

청소년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어 반복 으로 근할 가

능성이 농후하여, 이를 제도 으로 차단하여 유해환경으

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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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살사이트에 한 법  규제와 개입이 강화되어

야 할 것이며,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의 자율  규제 뿐 아

니라 국가  차원의 강력한 리와 방이 반드시 필요

하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 과 더불어 보다 나은 후속연구를 

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표본추출의 제

한성이다. 본 연구는 서울·경기도에 있는 학교, 고등학

교 학생을 상으로 하고 있어 연구 상 선정에 있어 

수조사가 아닌 연구자에 의한 임의  표집이 심을 이

루고 있다. 따라서 철 한 확률표집으로 표본이 선정되

지 못했다는 한 계가 있으므로 모든 청소년들에게 일반

화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

둘째, 조사자의 부분이 학교에 재학 인 청소년이

라서 설문지 작성에 있어 솔직한 응답을 하지 않고 보다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항목에 답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

렵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감소시키기 해 학교를 통

한 자료수집이 아닌 개별  근에 의한 수집도 가능하

리라 본다.

셋째,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자살생각을 연구하는 데 

있어 심층면 을 통한 질 조사가 후속 연구에서 필요

하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양 조사를 통하여 청

소년의 자살생각과 련변인을 규명했는데, 자살생각을 

하는 청소년들은 실제 로 자살 기에 처해 있거나 자살

시도를 해 본 청소년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 을 볼 수 

있었다. 이에 청소년들의 자살생각과 자살 시도는 때로

는 그들이 도움 을 요청하는 외침이기도 하므로, 이들의 

호소하는 도움이 어떤 것인지 실제로 들어보고 심층 으

로 분석해본다면 청소년의 자살 기를 방하는 략을 

마련하는 데 보다 실질 이고 구체 인 도움이 될 수 있

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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