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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45~64세) 남녀를 대상으로 주관적 사회계층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이중 매개효과를 파악하는 것이다. 대상자의 주관적 사회계층이 자살생각에 영향에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병렬 이중 매개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성별, 연령, 동거인 여부와 우울을 

보정한 상태에서 독립변수인 주관적 사회계층은 매개변수인 사회적 지지(β =0.23, p<.001)와 자아존중감(β =0.12, 

p <.001)에 사회적 지지는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 =0.21, p<.001). 종속변수인 자살생각에 주관적 

사회계층(β =-0.25, p<.001), 사회적 지지(β =-0.32, p<.001)와 자아존중감(β =-0.19, p=.001)이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주관적 사회계층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자살생각에 미치는 간접효과와 주관적 계

층이 사회적 지지 그리고 자아존중감을 거쳐 자살생각에 이르는 다중 간접효과 모두 유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중년성인을 대상으로 생활터 기반의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중년성인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기여하여, 자살예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제어 : 중년, 자살,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주관적 사회계층, 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ouble mediating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bjective social class and the suicide thoughts of 

middle aged men and women. The subjective social class was analyzed in a parallel double-mediated 

model to check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on the idea of suicide. Social 

support and self-respect, which are mediating variables of subjective social class on suicide idea, 

both wer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utt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together,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 living-based social support system for middle-aged adults. This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self-esteem among middle-aged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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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사회경제적 요인을 측정하는 지표는 수입, 교육수

준, 직업 수준으로 다양하며 이는 모두 건강상태와 

사망률과 관련이 있다[1-2].

일부 연구자들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대한 

인식적 요소도 건강상태의 격차(gradient)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 개인의 수입수준이 높은 국가

일수록 절대적인 소득수준 기준보다는 상대적, 불평

등의 관점이 중요하다[3]. 이런 측면에서 주관적 사

회계층은 자신의 현재 소득수준, 교육수준, 그리고 

직업적 측면과 미래의 전망을 반영하는 통합적 지표

로 현재 공식적인 소득이 없거나 직업이 없더라도 자

신의 계층을 평가할 수 있으며 자신의 자산과 소비, 

이웃 환경 등의 모든 요인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장

점을 갖는다[4]. 주관적 사회계층은 사회경제적 상

태를 기반하여 개인이 스스로가 자신과 유사한 계층

에 속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이는 문화적 신념에 

영향을 받는다[4]. 또한, 자신이 속한 사회적 계층이 공

유하는 행동, 태도, 생활양식을 실천하게 되므로, 이는 

건강 행동과 관련성이 크다[5]. 주관적 계층에 대한 보건

학적 관심은 커지고 있으나, 실제 주관적 계층과 건강상

태의 관련성을 살펴본 논문은 많지 않다. 

한국의 자살률은 OECD 평균 10만명당 11.5명에 

비해 10만명 당 24.6명으로 높아 주요한 사회문제

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6]. 국내 자살자 수는 50

대가 2,812명(인구 10만명당 33.4명), 40대가 

2,676명(인구 10만명당 31.5명) 순으로 다른 연령

대에 비해 절대 수가 많고, 2017년부터는 60대보다 

50대의 자살률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6]. 

61세 이상 노인에서 자살 동기가 육체적 질병 문제

(41.6%), 정신적·정신과적 문제(29.4%)와는 다르게 

40~60세의 자살 동기는 경제생활 문제(35%), 정신적·

정신과적 문제(30%), 가정문제(9%)나 육체적 질병 문

제(9%)로 나타났다[6]. 이에 중년성인에서의 자살문제

는 노인과는 다르게 접근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방안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성인의 자살 관련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수행되었

다. 그러나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는 노인을 포함한 19

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거나[7-9] 사회경제적 요

인과 더불어 개인의 심리적 측면을 파악하는 연구

[10,11]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중년성인을 대상으로 주

관적 계층이 어떠한 사회심리적 요인에 조절되어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년성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 확인된 자살 

생각의 위험요인은 교육수준과 수입 등의 낮은 사회경

제적 수준과 우울이었다[10-12]. 주관적 사회계층은 사

회 구성원 간의 상대적 비교에 대한 개인의 인식으로, 

사회적 계층에서 하위에 속한다는 것은 상위에 속하는 

것에 비해 심리적 스트레스와 우울을 초래한다[13]. 국

내외 연구에서도 성인의 주관적 사회계층에 따른 정신

건강의 차이를 보고한 바 있다[8,14]. 이에 본 연구에서 

중년성인의 주관적 사회계층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부정

적 영향에 우울을 보정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 자살 생각과 관련성을 확인한 개인의 

심리적 측면은 자아존중감이었지만 일부 연구에서 자아

존중감과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은 일치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10-12]. 중년 여성에서 자아존중감은 우울로 완

전매개하여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2]. 중

년 남성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우울에는 유의미한 영향요

인이나[15], 자살생각에는 유의미한 영향요인이 아니라

는 연구결과[11]도 있다. 또한 자살의 보호 요인으로 확

인된 사회적 지지는 일부 중년남성에서만 우울의 보호 

요인으로 확인되었다[16]. 게다가 자살생각과 관련 요인

들의 관계를 단면분석을 통해 영향요인을 규명하였을 

뿐, 사회경제적 요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

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어떻게 매개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울을 보정한 

상태에서 주관적 사회계층,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주

관적 사회계층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사

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주관적 사회계층과 자살생각의 관

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이중 매개효과를 

파악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주관적 사회계층에 따른 일반적 특징을 확인한다.

2) 주관적 사회계층에 따른 우울, 사회적 지지, 자아존

중감, 자살생각이 유의한 차이를 갖는지 확인한다.

3)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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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한다. 

4) 주관적 사회계층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이중매개 효과를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년성인의 주관적 사회계층과 자살생각

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이중 매개효

과를 규명하기 위한 단면적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5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

한 한국 사회의 사회·심리적 불안 실태조사로 구득한  

원시 자료를 이차분석 하였다. 한국에 거주하는 만 

19-84세 이하 성인 7,000명에 대해 2015년 8월 8일

-9월 22일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만 45세-64세의 중년성인의 3,448명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1.1 주관적 사회계층(Subjective Social Class)

주관적 사회계층은 본 설문지에서 연구자료의 문

항인 주관적 계층 변수를 사용하였다. “귀하는 현재 

본인이 사회적으로 어떤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

니까?”라는 문항에 5개 계층(최하위, 하위, 중위, 중

상위, 최상위)으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낮은 주관적 사회계층은 최하위 또는 하위로 인식하

는 경우로, 그렇지 않은 집단은 중위 또는 중상위 또

는 최상위로 인식하는 경우로 나누었다. 최종모델에

서는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2.1.2 자살생각

자살생각은 연구자료의 문항인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자살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해 본적이 있으십니까?”라

는 질문에 대한 응답인 ‘있다’, ‘없다’를 활용하였다. 

2.1.3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본 연구의 설문지에서 “귀하께서는 사

회적 지지를 얼마나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귀하는 어려움에 처한 경우 주변으로부터 어느 정도 도

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와 “귀하는 평소 마

음을 털어 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의 3문항에 대해 응답한 점수(0점:매우 

적음-10점:매우 많음)를 합산한 점수로 0-30점까지이

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도구의 신뢰도는 높았다

(Cronbach's α=.76).

2.1.4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전

병제(1974)가 번안한 도구를 자아존중감의 측정도

구로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부정 문항은 역환산을 실시하였다. 4점 리커트 척도

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

다. 개발당시 Cronbach's α는 .81[17],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70이었다.

2.1.4 우울

우울수준은 자가조사 도구인 단축형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11 (CES-D11)

로 조사하였다[18]. 11점 만점에서 8.8점 이상을 우

울증상이 있는 것으로 분류하였다[19]. 본 연구에서

의 CES-D11의 Cronbach's α는 .85로 높았다.

2.1.5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으로 사용한 변수는 성

별, 연령, 동거인여부이다. 

2.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주관적 사회계층

이 낮다고 답한 대상자와 그렇지 않은 대상자로 구

분하여 일반적 특성과 우울,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

지 및 자살생각 정도를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이 두 

그룹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정하였다. 그

리고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하

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상자의 주관적 사회계층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매

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PROCESS macro SPSS/WIN 

3.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병렬 이중 매개모형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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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간접효과를 추론하기 위해서 Bootstrap 방법을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징과 우울을 공변수로 투입하고, 

독립변수에 주관적 사회계층, 종속변수에 자살생각, 매개

변수에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를 입력하였다. 매개효

과를 검증하고 이분형의 결과변수를 활용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이중 매개효

과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PROCESS macro 모형 중 본 

연구에서는 model 6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부트 스트래핑을 

5,000번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주관적 사회계층과 자살생각

전체 대상자의 연령은 45~64세이고, 남자가 

49.8%(1,718명)이었고, 여성이 50.2%(1,730명)로 전

체 대상자 수는 3,448명이었다. Table 1은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주관적 사회계층으로 두 그룹을 나누어 일

반적 특성과 우울,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과 자살생각

의 차이를 분석한 표이다. 주관적 사회 계층을 낮다고 

인식하는 대상자는 전체 30.4% (1047명)이다. 연령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χ2=89.11, p 

<.001), 동거인이 없을 경우가 동거인이 있을 경우보다, 

우울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을 경우 보다 

주관적 사회계층을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p<.001). 또

한 집단의 평균보다 사회적 지지수준이 낮은 집단이 사

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에 비해, 본 연구 집단의 평균보

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주관적 사회계층이 낮다고 보고하였다(p<.001). 

마지막으로 주관적 사회계층이 낮은 집단에서 그렇

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살생각을 하는 중년성인의 비율

이 높았다(p<.001)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suicide ideation as subjective social class

Characteristics Total Low SSC Not low SSC χ2 p value

Total 3,448(100.0) 1,047(30.4) 2,401(69.6) 　

Gender Male 1,718(49.8) 528(50.4) 1,190(49.6) 0.33 .567

Female 1,730(50.2) 519(49.6) 1,211(50.4)

Age(group) 45~49 1442(41.8) 379(36.2) 1,063(44.3) 89.11 <.001

50‘s 1,382(40.1) 381(36.4) 1,001(41.7)

60~65 623(18.1)) 287(27.4) 336(14.0)

Living Alone 254(7.4) 147(14.0) 107(4.5) 97.87 <.001

Together 3,194(92.6) 901(86.0) 2,293(95.5)

Depression Normal 2,989(86.7) 860(82.1) 2,129(88.7) 27.58 <.001

High(21~) 460(13.3) 188(17.9) 272(11.3)

Subjective social 

support

Low(~17) 1,110(31.7) 461(41.5) 427(22.7) 95.97 <.001

High(18~30) 2,338(68.3) 587(58.5) 1454(77.3)

Self-esteem Low(10~28) 1,568(45.4) 621(59.3) 947(39.4) 115.52 <.001

High(29~40) 1,881(54.6) 427(40.7) 1,454(60.6)

Suicidal ideation No 3,221(93.4) 926(88.4) 2,295(95.6) 61.71 <.001

Yes 228(6.6) 122(11.6) 106(4.4)

Table 2. Correlations among Subjective social class,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N=3,498)

　

1. Subjective social 

class 
2. Social support 3. Self-esteem 4.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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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ive social class 1

2. Social support .28(<.001) 1

3. Self-esteem .24(<.001) .37(<.001) 1

4. Depression -.13(<.001) -.28(<.001) -.50(<.001) 1

M 2.78 18.82 29.75 6.69

SD 0.64 3.53 3.37 4.29

Skewness -0.11 -0.65 -0.32 0.85

Kurtosis 0.06 0.69 0.29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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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관적 사회계층과 자아존중감 그리고 사회적 

지지, 우울의 상관관계

Table 2는 주관적 사회계층과 자아존중감, 사회적지

지 그리고 우울의 상관관계와 이들 변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 왜도와 첨도를 분석한 표이다. 주관적 사회계층은 

평균 2.78(5점 척도), 자아존중감은 10~40점 사이의 값

이며, 평균 29.75점이었고, 사회적 지지는 0~30점까지

의 점수로 평균 18.82점으로 나타났다. 우울은 0-11점

으로 평균 6.69 점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사회계층은 자아존중감(r=.24, p<.001)과 사

회적 지지(r=.28, p<.001)와 양의 상관관계, 우울

(r=-.50, p<.001)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아존

중감은 사회적 지지도 양의 상관관계(r=.37, p<.001)를 

나타냈다. 우울은 자아존중감(r=.13, p<.001)과 사회적

지지(r=.28, p<.001)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났다.

3.3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는 Table 3. 과 같다. 성별

과 연령은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독거가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 비해 자살생각을 

2.44(1.66~3.59)배 더 많이 하였다. 우울이 높은 경우

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3.37(2.49~4.61)배, 주관

적 사회계층이 낮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1.90(1.41~2.56)배, 주관적 사회적 지지가 낮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1.85(1.39~2.49)배 높았으

며,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2.12(1.52~2.95)배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

이 높았다.

3.4 주관적 사회계층과 자살생각에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다중매개효과

주관적 사회계층과 자살생각에서 자아존중감과 사회

적 지지의 매개효과 분석에 앞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

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는 0.68-0.96로 0.1 이

상이며, 분산팽창지수는 1.04-1.46로 10보다 크지 않

았다. 또한 독립변수 간 상관계수가 0.28-.37로 0.8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 없었다. 회귀

분석을 활용하여 직접효과와 매개효과를 한 번에 검증

할 수 있는 Process macro V.3.3을 이용하여 병렬 다

중매개모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주관적 사회계층은 주요한 독립변수로서 매

개변수인 사회적 지지(β=.23, p<.001)과 자아존중감(β 

=.12, p <.001)에 매개변수인 사회적 지지는 다른 매개

변수인 자아존중감에 (β=.21, p<.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종속변수인 자살생각에 

독립변수인 주관적 사회계층(β=-.25, p<.001), 매개변

수인 사회적 지지(β=-.32, p<.001)과 자아존중감(β 

=-.19, p<.001)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

쳤다.

Table 3. Factors Influencing on the suicide ideation

Characteristics
Variables 

(reference)

Model 3

OR 95% CI
p

Gender Female(male) 1.05 0.79~1.39 .744

Age(group) 50‘s(45~49) 1.32 0.88~1.97 .184

60~65(45~49) 1.46 0.99~2.18 .582

Living Alone(together) 2.44 1.66~3.58 <.001

Depression High(Normal) 3.37 2.48~4.61 <.001

Subjective social class Low(High) 1.90 1.41~2.56 <.001

Subjective social 

support
Low(High) 1.85 1.38~2.49 <.001

Self-esteem Low(High) 2.12 1.53~2.95 <.001

주관적 사회계층의 자살생각에 대한 직접효과와 간접

효과는 Table 4와 Fig. 1과 같다. 먼저 주관적 사회계층

의 자살생각에 대한 직접효과는 크기가 -0.25(95% 

Bootstrap CI: 0.51∼0.71)으로 95% 부트스트랩 신뢰

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음의 직접효과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다. 주관적 사회계층이 사회적 지지를 매개

로 하여 자살생각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크기가 

-0.02(95% Bootstrap CI: -0.05∼-0.04)이었으며, 주

관적 사회계층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자살생각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크기가 -0.02(95% Bootstrap CI: 

0.01∼0.02)이었다. 주관적 계층이 사회적 지지 그리고 

자아존중감을 거쳐 자살생각에 이르는 다중 간접효과의 

크기는 0.02(95% Bootstrap CI: -0.05∼-0.04)이었고 

간접효과의 총합은 -0.10(95% Bootstrap CI: -0.15∼

-0.60)으로 유의하였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검정한 

주관적 사회계층,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과 자살생각

과의 관계는 Fig.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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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Social Class 

and Suicide Ideation
Pathway β SE t p 95%CL

SSC →Social support 0.23 0.02 13.47 <.001 0.17~0.25

SSC → Self-esteem 0.12 0.02 8.10 <.001 0.09~0.15

Social support→ Self-esteem -0.21 0.08 13.48 <.001 0.17~0.24

SSC →Suicide ideation -0.32 0.06 -3.20 <.001 -0.40~--0.10

Social support→Suicide ideation -0.43 0.07 -4.38 <.001 -0.47~--0.18

Self-esteem→Suicide ideation -0.19 0.08 -2.33 .019 -0.36~-0.03

covariates: age, sex, depression, Living alone 

*SSC= Subjective Social Class, β=coefficients, SE=standard Error, CI=confidential interval

**p<0.001, covariate : age, living alone, depression

Fig. 1. Multipl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Social Class and Suicide Ideation

4. 논의

본 연구결과 낮은 주관적 사회계층은 자살생각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은 이들

의 관계에서 완충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년 성인에서 낮은 주관적 사회계층은 자살생각

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기존 연구결과와 같

거나 유사하다[9-12].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개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대한 인식적 요소가 자살 생각의 

격차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계층구조

가 견고해져, 청년층의 계층이동 가능성은 작아지고 

가구(부모)의 소득과 자산이 계층에 미치는 영향력

이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19]를 볼 때 

중년성인에서 개인의 노력에 의한 계층이동 어려워

짐에 대한 인식이 크고, 자신이 상대적 비교에서 하

위의 계층에 소속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자살 생각을 

하도록 하였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중년성인의 자살생각에 자아존중감

과 사회적 지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살생각과 관련 요인들의 관계를 

단면분석을 통해 자아존중감이 우울로 완전 매개하

여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11]와는 

다른 결과이다. 기존 연구는 중년 여성이 많이 다니

는 대학교에서 대상자를 임의표집 하여 분석한 결과

[12]로 대표성 있는 중년 성인을 대상으로 한 본 연

구결과와 다른 결과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

구결과는 대표성 있는 중년성인의 자료를 활용하였

으며,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우울을 보정하여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에 대한 경로분석을 통해 자아존중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직접 효과를 확인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자신

에 대한 주관적 느낌으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대

한 긍정으로, 이는 힘든 환경을 이겨내는 중요한 요

소이다[21-22]. 특히 중년기는 본격적인 노화 과정

에 진입하면서 신체적 쇠퇴와 정체감 위기, 노년 시

기에 대한 불안을 경험하면서 가족관계, 사회적 역

할을 재평가하는 시기이기도 하다[23]. 따라서 중년

성인이 그 시기에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압박과 좌

절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아존중감을 향상하게 시킬 

수 있는 사회적·심리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은 자살

생각을 줄이는데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주관적 사회계층에 

부정적 영향을 받지만,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요소로 

확인되었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자아존중감

이 증가한다[21, 24]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사회정체성 이론에서 제시하는 두 가지 가정 중의 

하나는 실제 자신이 속한 계층의 부정적 영향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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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감이나 결속력으로 약화할 수 있다는 완충 가정이

다[6]. 본 연구에서도 낮은 사회적 계층에 속한다고 

인지할지라도 높은 사회적 지지가 있으며 자아존중

감이 긍정적일수록 자살 생각이 낮아져, 이러한 완

충 가정을 지지하였다. 

중년성인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에 관련

성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본 연구에서 낮은 

사회적 계층에 속한다고 인지하는 중년성인은 중학

교 졸업 이하의 교육수준, 200만원 이하의 가구소

득, 미혼/별거/이혼인 상태가 많았다는 점에서 거주

지 또는 생활터에서의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이 필요

하다. 특히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사회적 지지를 위

해서는 중년성인의 삶의 맥락 내에서 개별적인 접근

을 통한 지지가 효과적이다. 

본 연구에서 기존 연구결과[12,13]와 같이 우울

은 자살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또한 우울과는 별개로 주관적 사회계층, 사회적 지

지와 자아존중감이 자살생각에 영향력을 미침을 확

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자살행위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위험요인으로서의 우울

의 중재뿐 아니라 더불어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과 같은 보호요인의 향상을 위한 중재가 병행되어야 

함을 입증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면 조사연

구로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둘째, 중년

성인에서는 주관적 사회계층의 변동 가능성이 크기 때

문에, 본 연구결과가 현재 인지하는 주관적 사회계층의 

영향이라고 확대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결과 주관적 사회계층과 자살생각의 관계

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

하였다. 본 연구결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중년성인을 대상으로 생활터 기반의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중년성인의 자아존

중감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사회계층 구조가 견고해짐으로써 주관적 사

회계층 간의 건강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므로 

낮은 사회적 계층에 속한다고 인지하는 중년성인에

게 우선적인 중재 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자살예방을 위한 통합적 접근을 위해서 이

미 강조된 우울과 같은 위험요인에 대한 중재뿐 아니

라 사회적 지지확장과 자아존중감향상과 같은 보호

요인의 강화가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중년성인의 주관적 사회계층을 인식

하는 요인 및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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