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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외로움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두 변수간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
효과를 규명함으로써 청소년의 자살 예방 및 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고등학교 청소년 338명이며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이 지각하고 있
는 외로움과 희망, 희망과 자살생각은 각각 부적 상관관계, 외로움과 자살생각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희망은 외로움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부분적으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상황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청소년 자살생각 감소를 위한 희망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의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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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loneliness perceived by adolescents on suicidal 
ideation and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s of hope on the relation between loneliness perceived by 
adolescents and suicidal ideation to carry out preliminary data for preventing and controlling 
adolescents’ suicide. The study subject comprises of 338 high school students,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WIN 18.0.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adolescents’ perceived loneliness 
and suicidal ideation had positive correlations with one another, and adolescents’ perceived loneliness 
and hope, hope and suicidal ideation had negative correlation with one another. And analysis shows 
that the hope partially mediates the relation between loneliness and suicidal ideation. With the findings 
of the study, the significance of managing crisis situations of adolescents should be recognized and 
solutions such as hope enhancement programs should be promptly uti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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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 추이
를 보이고 있으며 OECD 회원국 청소년 자살률의 평균
인 5.9명보다 1.4배 높은 8.2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한 자살은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원인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인으로는 개인, 가정, 학교로부터의 정신심리
적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1].

자살은 자살생각으로부터 시작되어 자살계획, 자살시
도 그리고 자살에 이르는 연속적인 개념으로서 자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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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살생각의 예방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2]. 특히 청소년기는 심리적으
로 미성숙한 시기이므로 대인관계에서의 문제나 환경에
서 기인된 문제들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나 외로움 등을 
쉽게 느끼고 다른 발달시기에 비해 충동성이 강해 자살
생각이나 자살시도를 할 수 있으며, 자살생각이나 자살시
도는 그 이후의 삶의 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점에서 심각성이 매우 크다[3, 4].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의 외로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
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5]. 외로움은 대인관계로부터 기인된 부정적 정서로 친

한 관계에 있는 주변인들과의 애착 부족이나 의미 있
는 개인과의 관계 결핍, 애착대상의 부재 등으로 인해 발
생되며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 한번쯤은 경험할 수 있는 
감정이기는 하나 이러한 상태가 심해질 경우 정신 및 신
체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6]. Lee & Kim[7]과 
Tzouvara 등[8]의 연구에서도 자살생각의 위험요인으로 
외로움이 확인된 바 있으며 상호작용의 부재에 대한 부
정적 반응으로 지각되는 외로움이 심해질 경우 부적절한 
반응으로 표출되기 쉬우므로 심리적 안정감과 긍정적 에
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개인의 내적 변인인 희망을 증
진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Snyder[9]는 삶에서의 어려움과 갈등은 누구나 경험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위기적 상황을 잘 이겨내
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희망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데 희망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실패보다는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의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사회적 지지체계를 탐색하고 도움을 요청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만, 희망 수준이 낮은 
사람은 미리 부정적 결과에 초점을 두어 자신을 도와줄
만한 사회적 지지체계가 없다고 생각하여 우울해 하거나 
절망하는 등 부정적 정서 상태에 머무른다고 하였다. 
Kim & Lee[10]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이 스트레스 상황
에서 자살생각이 높다고 하더라도 희망의 경로사고와 주
도사고가 높은 경우 희망 수준이 낮은 청소년에 비해 자
살생각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희망은 심리적, 
사회구조적 환경으로부터 다양한 변화와 영향을 받고 있
는 청소년기에 반드시 필요한 자원이며 이는 청소년기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
인이라 할 수 있다[10, 11]. 

지금까지 이루어진 청소년 자살생각과 관련된 선행연
구들은 청소년 자살생각의 심리적 요인으로 우울이나 불
안, 외로움, 충동성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중 외로움은 청

소년의 자살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중요한 내적 자극요인
으로 주목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이 지각하는 외로
움은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주요 변수로 고려할 수 있으며 
또한 외로움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서 희망은 매개변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은 앞서 기술한 
주요 변수인 청소년의 외로움과 희망, 자살생각간의 관계를 
단선적 맥락에서 접근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5, 11, 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외로움이 자살생
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외로움이 자살생각에 이르
는 과정에서 희망이 매개효과를 보이는가를 검증함으로
써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시 보다 유용하고 
실증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 지각하고 있는 외로움과 희망이 자살생각

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청소년이 지각하고 있는 희망은 외로움과 자살생각

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외로움을 독립변수로, 

자살생각을 종속변수로 투입하고, 희망을 매개변수로 설
정하여 청소년이 지각한 외로움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
서 희망의 매개변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변
수들의 관계를 연구모형으로 도식화하면 Fig. 1과 같다.

Loneliness

Hope

Suicidal 
ideation 

Fig. 1. Mediation Model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 소재 4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각 학교의 학교장과 담임
교사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후 학생
들의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조
사 시 연구의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사전에 연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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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설명하였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설문에 참여하도
록 하였다. 또한 익명성 보장과 본인이 작성한 설문지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다. 표본
수 산출은 G-power program 3.1을 이용하였으며 유
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95로 산출한 결과 
166명으로 산정되었다. 대상자의 응답률과 탈락률을 고
려하여 355부를 배부하였으며 이중 338부의 자료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독립변수 : 외로움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외로움은 Hur & Kim[13]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Likert 4점 척도로 가
족관계 8문항과 친구관계 8문항, 공동체관계 8문항의 3
개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4개 문항이다. 점
수가 높을수록 외로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
발 당시 Cronbach's α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08이었다.

2.3.2 매개변수 : 희망
본 연구의 매개변수인 희망은 Kwon[14]이 청소년의 

희망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
항은 매우 그렇다(6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의 
Likert 6점 척도로 자신의 삶과 가치에 대한 믿음, 미래
를 향해 노력하는 삶, 미래에 대한 신뢰, 목표도달 가능성 
평가의 4개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0개 문항
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희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
구개발 당시 Cronbach’s α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67이었다.

2.3.3 종속변수 : 자살생각
본 연구에서의 종속변수인 자살생각은 Beck, Kovacs 

& Weissman[15]이 개발한 Scale for Suicide 
Ideation(SSI)을 Park & Shin[16]이 자가보고형 질문지 
형식으로 변형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는 
Likert 3점 척도로 삶의 희망이나 자살의도, 자살시도욕
구, 자살생각의 지속기간이나 빈도, 자살생각에 대한 태
도 등 총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자살생각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당시 
Cronbach's α는 .89이었고, Park & Shin[16]의 연구
에서는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17이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

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수들의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외로움과 
희망, 자살생각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다. 외로움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
서 희망의 매개효과 검증은 Baron & Kenny[17]가 제
시한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의 통계
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

은 남학생이 193명(57.1%)로 여학생 145명(42.9%)보다 
많았고, 학년은 1학년이 150명(44.4%)로 가장 많았다. 
종교는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48명(43.8%)이었으며, 
학업성적은 ‘중위권’이 153명(45.3%)로 가장 많았다. 경
제수준은 ‘보통’이 190명(56.2%)이었고, 부모의 결혼 상
태는 ‘부부 동거’인 경우가 283명(83.7%)이었으며 이혼
이나 별거 등인 경우는 55명(16.3%) 을 차지하였다.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193 57.1

Female 145 42.9

Grade

1st 150 44.4

2nd 112 33.1

3rd  76 22.5

Religion
Have 148 43.8

None 190 56.2

Academic 
achievements

High 117 34.6

Middle 153 45.3

Low  68 20.1

Economic status

High  50 14.8

Middle 190 56.2

Low  98 29.0

Parents status 
Both parent 283 83.7

Etc  55 16.3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38)

3.2 대상자의 외로움과 희망, 자살생각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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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Variables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R2 F

B S.E β
1 Loneliness→Hope -1.396 .102 -.638 -13.665*** .395 186.726***

2 Loneliness→Suicidal Ideation  .157 .020 .409  7.800*** .168  60.835***

3
Loneliness→Suicidal Ideation  .093 .026 .243  3.613***

.217  39.554***
Hope→Suicidal Ideation -.047 .012 -.273 -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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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Mediating Effect of Hope on the Relationship of Loneliness and Suicidal Ideation

대상자의 외로움과 희망, 자살생각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외로움은 총점 96점 만점에 평균 41.06(±13.09)점이
었으며 희망은 총점 180점 만점에 평균 131.81(±29.54), 
자살생각은 총점 57점 만점에 평균 41.68(±5.02)점으로 
나타났다. 

Variable Min Max Mean±SD

Loneliness 24 79 41.06±13.09

Hope 42 180 131.81±29.54

Suicidal Ideation 30 56 41.68± 5.02

Table 2. Level of Variables

3.3 외로움과 희망, 자살생각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외로움과 희망, 자살생각의 상

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로움과 희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628, p<.001). 이는 청소년이 외로움을 강하
게 느낄수록 희망은 감소함을 의미한다. 또한 외로움과 
자살생각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r=.409, 
p<.001) 이는 외로움을 강하게 느낄수록 자살생각이 증
가함을 의미한다. 희망과 자살생각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r=-.438, p<.001) 
이는 청소년의 희망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은 감소함
을 의미한다.

Loneliness Hope Suicidal 
Ideation

Loneliness 1

Hope -.628*** 1

Suicidal Ideation .409*** -.43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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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Loneliness, 
Hope and Suicidal Ideation 

3.4 외로움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희망의 
    매개효과

3.4.1 희망의 매개효과
Table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Baron 

& Kenny[17]의 3단계 검증 과정을 적용하여 청소년이 
지각한 외로움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외
로움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희망이 매개효과를 보이
는지를 분석하였다. 

매개효과 분석에 앞서 먼저 자료에 대한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605-1.000의 범위
로 모두 0.1이상이고 분산팽창인자(VIF)는 1.000-1.653
으로 10보다 낮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을 검정하기 위해 Durbin- 
Watson값을 구한 결과 1.659로 나타나 잔차에 대한 상
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Baron & Kenny[17]에 의해 제시된 본 절차는 세 단
계의 회귀방정식을 사용하여 표준화된 회귀계수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먼저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 다음 2단계에서는 독립변
수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
증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회귀방정식에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한다. 이때 매개변수가 종속변수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보다 감소하면 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
향력이 유의하면 부분매개효과가 있고, 유의하지 않으면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는 1단계 회귀방정식에 외로움을 독립변
수로, 희망을 종속변수로 투입하였다. 2단계에서는 외로
움을 독립변수로, 자살생각을 종속변수로 투입하였다. 3
단계에서는 외로움과 희망을 동시에 독립변수로 투입하
고, 자살생각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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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e B(S.E) Sobel‘s Z score (p)

Loneliness → Hope -1.396(.102)
3.766 (p=.000)

Hope → Suicidal Ideation - .047(.012)

Table 5. Sobel Test for Mediating Effect 

분석결과, 1단계 회귀방정식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외
로움은 희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β=-.638, p<.001), 2단계에서 외로움은 자살생각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409, p<.001). 

마지막 3단계 회귀방정식에서는 독립변수인 외로움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2단계(β=.409, p<.001)보다 
3단계(β=.243, p<.001)에서 낮아졌으며 매개변수인 희
망도 자살생각에 유의한(β=-.273, p<.001)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로움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
서 희망이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한 
최종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39.554, p<.001), 모형의 설명력(R2)은 21.7%였다.

3.4.2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본 연구의 매개변수인 희망의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

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Sobel[18]
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서 매개변수의 효과를 분
석하기 위해 Sobel’s Z-Score를 계산할 수 있는 방정식
을 제시하였다. Sobel test에 의한 Z값은 Z>1.96 또는 
Z<-1.96을 만족하는 경우에 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
는데 Table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외로움
에서 매개변수인 희망을 거쳐 자살생각으로 가는 경로에
서 Z=3.766(p<.001)으로 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 : 독립변수(외로움)→매개변수(희망)의 비표준화 계수
(B=-1.396)

b : 매개변수(희망)→종속변수(자살생각)의 비표준화 계
수(B=-.047)

SE : 표준오차(SEa=.102, SEb=.012)

4. 논의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자들은 그 기
저요인으로 외로움을 강조하고 있으며 외로움이 해결되

지 않을 경우 우울이나 불안, 약물남용 그리고 자살생각 
등의 부정적 정서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자살생각은 청소년기 발달특성과 맞물려 상황적 스트레
스 수준 증가와 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될 경우 
자살시도로 표현되기도 한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인 외로움은 자살생각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aron & Kenny의 검증과정에
서도 청소년이 지각하는 외로움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6.8%였다. 이는 청소
년이 지각하는 외로움은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며 외로움이 증가하고 자기통제가 낮아질 경우 자살생
각도 증가한다고 보고한 [7, 1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
다. 또한 청소년의 초기 부적응 도식 중 외로움과 불신, 
학대 정도가 높을수록 청소년 자살 생각을 높인다는 [20]
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살시도 
영향 요인을 연구한 [5]에서도 외로움은 자살시도를 설명
하는 유의한 변수임이 확인되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외로움은 쉽게 간과해서는 안되
는 문제로 적극적인 관심과 관리가 중요함을 인식해야 
하며 심리사회적 모델을 바탕으로 한 세심한 관찰과 내·
외부적 원인 탐색 및 개별 상담 및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
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이 지각하고 있는 외로움과 희망과의 관계에서
는 외로움과 희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이 외로움을 강하
게 느낄수록 희망 수준은 낮음을 의미한다. 또한 Baron 
& Kenny의 검증과정에서도 청소년이 지각하는 외로움
은 희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39.5%로 나타났다. 이는 외로움을 
많이 경험하는 청소년은 희망 수준이 낮아 부적절한 행
동반응이나 사회적 일탈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19]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희망은 청소년 외로움의 원인적 요인이 되고 있
는 학교스트레스와 자기문제, 청소년 정신건강 사이에서 
조절역할을 하였다고 보고한 [21]의 연구와도 일맥상통
한 결과로 청소년들이 외로움을 겪고 있을 때 외로움을 
야기 시키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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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러 이러한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고 완충해 줄 수 있는 
긍정적 에너지 자원인 희망을 증진시켜줄 수 있도록 다
각적인 차원에서의 방안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희망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청소년의 희망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Baron과 Kenny의 검
증과정의 마지막 3단계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수인 희망
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청소년의 희망수준이 높을수록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심리적인 안녕감과 더불어 자
살생각도 감소한다는 [22, 23]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이러한 점에서 희망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이 경험하
고 있는 상황적 어려움에 대하여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함으로써 자살생각을 낮추는 주요 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최종 회귀모형에서 희망이 외로움과 자살
생각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확인한 결
과, 외로움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2단계보다 3단
계 회귀방정식에서 그 영향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희망은 외로움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희망
은 사고의 유연성 및 문제해결능력, 낙관주의가 지닌 대
응능력을 이해하려는 자기 동기화 등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24]는 점에서 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개인, 가정, 
사회적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자
살생각이나 자살시도 등과 같은 부적절한 행동이 유발되
거나 또는 감소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외로움이 자살생각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외로움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를 규명함으로써 청소년 자살 예방과 관
리를 위한 보다 효율적이고 실제적인 대응방안 모색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청소년이 
지각하고 있는 외로움과 희망, 희망과 자살생각은 각각 
부적 상관관계, 외로움과 자살생각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희망은 외로움과 자살생각과의 관
계에서 부분적으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이 당면하고 있는 
정서·심리적 상황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청소년

을 지도하고 있는 관리자 교육과 더불어 가족 및 지역사
회와 연계하여 좀 더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자살생각 예
방 프로그램 등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
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외로움 중재를 비롯하여 
희망증진 프로그램을 적용한 이후 그 효과를 검증해보는 
후속연구와 연구대상을 확대한 반복연구가 이루어질 것
을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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