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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자살사고 향 요인 : 2015년 한국복지패 조사를 이용하여

김지혜1, 탁 란21)

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사회 자본 이론과 생태학 체계이론을 토 로 노인의 자살사고에 향

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여 노인의 자살사고에 한 이해를 돕고, 노인의 자살 방을 한 간호

재 개발에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2015년 10차 한국복지패 조사 자료를

이용한 이차분석연구이며 서술 조사연구이다. 65세 이상 노인 4,814명의 자료를 활용하 으며

복합표본설계를 고려하여 서술 통계, Rao-Scott 카이제곱 검정과 t 검정,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하 다. 연구결과 상자의 3.6%가 최근 1년 동안 자살에 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

았고, 성별, 거주형태, 국민기 생활보장 수 여부, 주 건강수 , 만성질환 유무, 장애 유무,

배우자 유무, 가족 계 만족도, 사회 친분 계 만족도에서 자살사고 정도가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노인의 자살사고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울, 국민기 생활보장 수 여부, 가족

계 만족도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노인의 자살 방을 해 우울의 조기발견과 극 인 리와

함께 가족 계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 략이 필요하다.

주요용어 : 노인, 정신건강, 사회 자본, 자살 사고.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노년기는 신체 기능의 악화와 장애, 만성 통증 등의 신체 건강 문제와 사회 계망의 감

소, 배우자, 친구의 죽음 등의 상실 경험과 경제 어려움 등에서 야기된 심리사회 문제 등 다각

으로 취약하여 사회에 더욱 의존하게 되는 시기이자 자살의 험성이 높은 시기이다(Draper,

2014). 국내 노인의 자살률은 2016년 기 노인 10만 명당 53.3명으로 체 자살률 25.6명의 2배 이

상이고(Statistics Korea, 2017), OECD 국가의 평균 노인 자살률의 3배 수 에 달한다(OECD, 2016).

한국의 격한 인구 고령화 상을 감안하면 노인 자살은 앞으로 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될

것이므로 이에 한 사회 심과 책이 요구된다.

자살사고(suicidal ideation)는 자신의 목숨을 의도 으로 끊는 것과 련된 사고나 생각이다(Beck

et al., 1979). 자살은 자살사고, 자살시도, 자살행동으로 이어지는 연속 인 과정으로, 자살사고는

자살과정의 첫 단계이다(Borges et al., 2010). 자살사고에 한 험 보호요인을 규명하는 것은

고 험군을 확인하고 효과 인 자살 방 로그램을 설계하기 한 기 자료가 되므로 이에 한

지속 인 연구는 필요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자살사고는 복합 요인에 의해 향을 받는다. 최근 15년간 국내에

서 발표된 노인 자살사고 변인에 한 양 연구를 메타 분석한 Lee, Jeong(2016)의 연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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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스트 스, 무망감, 자아 존 감과 같은 심리 요인이 가장 큰 향을 주며 상실, 가족지지,

학 와 같은 가족 요인, 사회 지지, 사회참여 같은 사회 요인, 신체 요인(건강수 , 일상생활

정도, 신체 활동), 경제 요인, 인구학 요인(연령, 성별, 교육) 순으로 향을 주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Lee, Jeong, 2016). 이에 추가 으로 최근 선행연구에서 자녀와의 갈등경험 여부(Lee, Son,

2016), 부부 계 만족도(Jeong, Ko, 2016), 친척의 지지(Yim et al., 2016)와 같은 가족 요인과 친구

이웃의 사회 지지와 갈등(Yim et al., 2016)과 같은 사회 요인들이 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건강과 련된 사회 결정요인들에 한 심이 증가하면서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이

요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Almedom, 2005). 사회 자본은 다의 이고 다차원 인 특성을 가

지고 있어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사회 계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원이자(Bourdieu, 1986), 사

회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신뢰, 상호호혜성,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 조직의 특징으

로 설명할 수 있다(Putnam, 1993). 사회 자본은 사회 계망 측면과 사회 응집력 측면으로

개념화되는데 사회 계망 측면에서의 사회 자본은 개인이 속한 가족, 학교, 조직, 지역사회

등과 같은 사회에서 계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사회 지지, 정보 등을 통해 측정되며, 사회

응집력 측면에서의 사회 자본은 개인이 속한 사회에서 신뢰, 상호호혜성, 규범, 사회 참여 등의

공동체주의 속성을 통해 측정된다(Kim et al., 2008). 이와 같이 사회 자본 이론은 기본 으로

개인과 계된 다양한 사회 계망과 그 안에서의 교류를 요시 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인간의 신뢰, 호혜성, 계의 질 등을 하나의 주요한 자원으로 인식한다(Bourdieu, 1986; Kim et

al., 2008; Putnam, 1993).

사회 자본과 건강의 계성은 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De Silva et al., 2005; Kim et al.,

2008; Nyqvist et al., 2013). 사회 자본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기 은 두 가지 모델을 통해 설명된

다. 이는 타인에 한 신뢰나 상호호혜성이 높은 사회에 속해 있는 것은 조직 내 소속감을 갖게

하고 이는 정 인 향을 미쳐 건강행 를 도모하게 해 정신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주효과 모델

(main effect model)과 사회 자본이 기상황에서 처기 과 응능력을 향상시켜 정신건강에

향을 다는 스트 스 완충 모델(stress-buffer model)이다(Fujiwara, Kawachi, 2008). 이와 같은 기 을

통해 사회 자본은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보호요인이 될 수 있는 반면, 부족시 험요인이

될 수 있다(Kim et al., 2012). 사회 자본은 우울, 자살, 불안과 같은 정신 인 문제 뿐 아니라 행

복, 삶의 질, 삶의 만족감과 같은 정 인 정신 건강과도 련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어 정신건강

리를 한 재를 설계시 사회 자본 형성 강화를 목표로 할 것이 제안되고 있다(De Silva

et al., 2005; Nyqvist et al., 2013). 한 사회 자본은 사망, 지각된 건강수 , 심 질환, 당뇨, 비

만과 같은 신체 건강의 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Kim et al., 2008). 이와 같이 최근에 사회 자본

과 건강에 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나 부분 성인을 상으로 한 연구들로 노인이나 아동, 청소

년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따른다. 특히 노인은 수명연장으로 길어진 노년기의 삶에서 신체

기능의 변화와 함께 배우자나 친구의 상실, 퇴직, 사회 고립 등으로 사회 계망이 축소되어

가족 지역사회에 의존성이 증가하고, 생활의 범 가 지역사회로 제한되는 특성 때문에 가족과

지역사회환경은 건강한 노년기 삶을 해 요한 요인이므로 노인의 가족, 지역사회의 사회 자

본이 노인의 건강에 미치는 향에 한 탐구가 필요하다.

재까지 노인의 자살사고의 측요인에 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사회 자본 이론을

토 로 한 연구의 부재로 사회 지지의 개념을 넘어 개인간의 신뢰, 상호호혜성과 같은 응집 인

사회의 자원이자 자산이 노인의 자살에 미치는 향을 정확히 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며(Kim et

al., 2012) 국내 선행연구의 부분이 특정 지역의 노인복지센터, 경로당과 같은 특정 장소에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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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추출한 노인들을 상으로 시행된 연구들로 연구결과를 지역사회의 재가노인에게 일반화하기에

어렵다. 한 최근까지 사회 자본과 건강에 한 선행연구들은 사회참여 정도,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의 수, 빈도 등과 같은 사회 계망의 양 인 측면이 건강에 미치는 향에 해

을 두어왔고, 질 인 측면을 간과한 경우가 많았다(Forsman, 2012). 그리고 사회 자본과 건강의

계를 다룬 부분의 연구들이 유럽, 미국과 같은 서구에서 이루어진 연구들로 한국 노인을 상

으로 반복 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 맥락에서의 계성에 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화하여 표성 있는 국 단 의 규모 자료를 이용

하여 사회 자본 이론을 토 로 노인의 개인 요인과 함께 사회 자본 요인이 자살사고에 미치

는 향을 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노인의 사회 자본은 노인이 속한 가족, 지역사회에서

사회 계망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자원이자 그 계망의 공동체주의 특성으로 조작 정의

를 하 다.

본 연구에서는 Forsman(2012)의 제안에 따라 사회 자본 이론과 생태학 체계 이론

(Bronfenbrenner, 1979)을 결합하여(Forsman, 2012) 추상성의 수 에 따라 구성요소, 개념, 변수, 측정

지표간의 계를 도식화하 다(Figure 1). 미시체계에 해당하는 개인 특성과 간체계에 속하는

가족체계의 사회 자본, 거시체계에 해당하는 지역사회체계 사회 자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향을 악하여 노인의 자살사고에 한 이해를 돕고 노인의 자살 방을 한 간호 재 개발에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

1) 상자의 개인 요인, 사회 자본 자살사고 정도를 악한다.

2) 상자의 개인 요인, 사회 자본에 따른 자살사고의 차이를 확인한다.

3) 상자의 자살사고에 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2015년도 한국복지패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의 자살사고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을 악하기 한 이차자료분석 연구이자 서술 조사연구이다.

2.2. 연구자료 연구 상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 학교사회복지연구소에서 실시한 한국복지패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의 원시자료 2015년 10차 자료를 활용하 다(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5).

한국복지패 은 국을 상으로 하는 종단 조사로 2006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데 국내

패 조사연구로서는 드물게 사회 환경에 한 인식정도를 3년 주기로 조사하고 있어 본 연구에

합한 자료로 단하 다. 원시자료는 해당기 의 웹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목

을 입력하고 자료를 취득하 다.

본 연구는 2015년 한국복지패 의 체 상자 65세 이상인 5,126명을 상으로 하 다. 이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선정한 문항에 결측치가 있는 203명과 자살사고 문항에 무응답 는

모름으로 응답한 109명을 제외한 4,814명의 자료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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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oretical substruction of this study

2.3. 연구 변수

1) 개인 요인

개인 요인은 선행연구에서 향요인으로 확인된 연령, 성별, 교육수 , 가구형태, 국민기 보장

수 여부, 주 건강수 , 만성질환 유무, 장애 유무, 우울 유무를 포함하 다. 연령은 74세 이

하의 노인과 7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교육수 은 무학, 졸, 졸 이상으로 재분류하 다. 가구형태

는 기존변수를 독거가구와 비독거가구로 재분류하 고, 주 건강수 은 건강하다, 보통이다, 건

강하지 않다로 재분류하 다. 만성질환 유무는 3개월 이상 투병/투약하고 있는 질환의 유무로 재분

류 하 고 우울은 한국복지패 조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CES-D(center for epideminological studied

depression scale)척도를 사용하 다(Radloff, 1977). 이 도구는 총 11문항으로 Likert 4 척도로 측정

하며 본 연구에서는 11개의 문항의 수를 합산하여 9 이상을 우울이 있는 것으로 재분류하 다.

2) 사회 자본 요인

가족체계의 사회 자본은 배우자 유무, 가족 계 만족도로 측정하 다. 노인은 다른 연령층보

다 배우자에 한 상호의존이 높은 시기이므로 배우자의 존재 자체가 노인의 요한 자원이 될 수

있어(Yang, Bang, 2015) 배우자 유무를 측정지표로 선정하 고, 가족 계 만족도는 가족체계의 응

집력과 가족 계의 질, 가족지지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어 측정지표로 선정하 다. 배우자 유무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사별, 이혼, 별거, 미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 재분류하 다. 가족

계 만족도는 “가족 계에 하여 귀하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단일문항에 한 답변을 만

족, 보통, 불만족으로 재분류하 다.

지역사회체계의 사회 자본은 개인간 신뢰, 상호호혜성, 사회 친분 계 만족도를 측정하 다.

노인이 인지한 지역사회의 응집력을 측정하기 해 신뢰, 상호호혜성을 측정지표로 선정하 고,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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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이웃, 기 , 문가 등의 사회 지지에 한 노인의 평가를 반 하는 사회 친분 계 만족도

를 측정지표로 선정하 다. 개인간 신뢰, 상호호혜성에 한 문항은 선행연구(Kim et al., 2012)에서

사용된 단일문항을 사용하 다. 개인간 신뢰는 “귀하는 부분의 사람들을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

십니까” 문항으로 측정하 고, 이에 한 답변 “ 부분의 사람들을 믿을 만하다”를 높음으로,

“매우 조심해야 한다”와 “잘 모르겠다”를 낮음으로 재분류하 다. 상호호혜성은 “만약 지역사회 내

에서 군가 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기꺼이 도움을 의향이 있습니까” 문항으로 측

정하 다. 답변 “ 그 지 않다”와 “별로 그 지 않다”는 낮음으로, “보통이다”, “ 체로 그

다”, “매우 그 다”를 높음으로 재분류하 다. 사회 친분 계 만족도는 “사회 친분 계에

하여 귀하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단일문항에 한 답변을 만족, 보통, 불만족으로 재분류하

다.

3) 자살사고

자살사고는 “지난 한 해 동안 자살하는 것에 해 진지하게 생각한 이 한 번이라고 있습니까”

문항을 사용하 으며, “ ”와 “아니오”로 구분하 다.

2.4. 자료수집방법

2015년 한국복지패 조사는 층화이 추출법을 통해 추출된 국의 6,914가구를 상으로 훈련받

은 조사원이 2015년 3월 2일부터 6월 12일에 걸쳐 패 가구를 방문하여 인면 방법(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CAPI)을 이용해 조사하 다(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5).

2.5. 윤리 고려

본 연구는 2015년도 한국복지패 조사의 원시자료를 이용하 다. 이 원시자료는 일반 사용이

허용된 공개자료로서 자료를 제공받기 해 한국복지패 홈페이지(http:/www.koweps.re.kr)에 회원

가입 후 데이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목 을 입력하고 자료를 내려받기 하 다.

한국복지패 조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여 조사되었으며 조사의 목 , 익명성과 비 보장

에 한 사 설명과 조사 참여에 한 자발 동의를 받고 시행되었다.

2.6.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3.0을 이용하여 복합표본설계(complex sampling

design)를 해 층화변수, 가 치를 용하 다. 상자의 개인 요인, 사회 자본 요인과 자살

사고는 빈도 분석하 고, 상자의 개인 요인, 사회 자본 요인에 따른 자살사고의 차이는

Rao-Scott 카이제곱 검정과 t 검정을 이용하 다. 상자의 자살사고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

하기 해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고 자료는 오즈비(odds ratio, OR)와 95% 신뢰구간

(confidence interval, CI)을 제시하 다.

3. 연구결과

3.1. 상자의 자살사고 정도와 개인 요인과 사회 자본 요인에 따른 자살사고 차이

본 연구 상자는 75세 이하의 노인이 58.7%(2,312명)를 차지하고, 남성 노인이 59.3%(1,793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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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인보다 많았다. 상자의 24.0%(1,469명)가 독거생활을 하고, 9.2%(519명)가 국민기 생활보

장 수 을 받고 있었다. 상자의 85.6%(4,210명)가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21.0%(1,135명)가 우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 and differences of suicidal ideation by variables

Yes
(n=180, weighted
n=228,566, 3.6%)

No
(n=4,634, weighted
n=6,156,027, 96.4%)

Total
(N=4,814,

weighted n=6,384,594)

Rao-
Scott


(t)

p

n(weighted n)
weighte
d %

n(weighted n)
weighte
d %

n(weighted n)
weighte
d %

Age(yr)

4.260 .07365-74 92(151,515) 66.3 2,220(3,595,455) 58.4 2,312(3,746,970) 58.7

≥75 88(77,050) 33.7 2,414(2,560,572) 41.6 2,502(2,637,623) 41.3

Gender

6.845 .037Male 55(71,124) 31.1 1,738(2,529,509) 41.1 1,793(2,600,634) 59.3

Female 125(157,441) 68.9 2,896(3,626,518) 58.9 3,021(3,783,959) 40.7

Education level

1.590 .581
None 47(42,280) 18.5 1,071(1,061,356) 17.2 1,118(1,103,636) 17.3

Elementary school 74(92,875) 40.6 1,946(2,279,989) 37.0 2,020(2,372,665) 37.2

≥ Middle school 59(93,409) 40.9 1,617(2,814,682) 45.7 1,676(2,908,091) 45.5

Living arrangements

30.988 <.001Living alone 87(95,565) 41.8 1,382(1,438,158) 23.4 1,469(1533,723) 24.0

Living with others 93(133,001) 58.2 3,52(4,717,869) 76.6 3,345(4,850,870) 76.0

Recipient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48.248 <.001Yes 55(55,493) 24.3 464(534,193) 8.7 519(589,686) 9.2

No 125(173,072) 75.7 4,170(5,621,834) 91.3 4,295(5,794,907) 90.8

Perceived health status

28.678 <.001
Good 21(37,945) 16.6 1,096(1,698,303) 27.6 1,117(173,648) 27.2

Fair 53(61,547) 26.9 1,657(2,205,087) 35.8 1,710(2,266,634) 35.5

Poor 106(129,073) 56.5 1,881(2,252,637) 36.6 1,987(2,381,710) 37.3

Chronic disease

8.538 .049Yes 172(213,134) 93.2 4,038(5,250,042) 85.3 4,210(5,463,176) 85.6

No 8(15,431) 6.8 596(905,985) 14.7 604(921,417) 14.4

Disability

9.535 .029Yes 39(56,839) 24.9 748(985,790) 16.0 787(1,042,630) 16.3

No 141(171,726) 75.1 3,886(5,170,237) 84.0 4,027(5,341,963) 83.7

Depression

278.677 <.001Yes 137(164,352) 71.9 998(1,178,010) 19.1 1,135(1,342,363) 21.0

No 43(64,213) 28.1 3,636(4,978,016) 80.9 3,679(5,042,230) 79.0

Presence of spouse

30.667 <.001Yes 77(99,939) 43.7 2,736(3,963,772) 64.4 2,813(4,063,712) 63.6

No 103(128,626) 56.3 1,898(2,192,255) 35.6 2,001(2,320,882) 36.4

Satisfaction in family relationship

112.274 <.001
Satisfactory 89(113,307) 49.6 3,673(4,954,047) 80.5 3,762(5,067,355) 79.4

Intermediate 53(70,664) 30.9 736(891,348) 14.5 789(962,012) 15.1

Unsatisfactory 38(44,594) 19.5 225(310,632) 5.0 263(355,225) 5.1

Interpersonal trust

0.853 .479High 86(105,744) 46.3 2,357(3,068,572) 49.8 2,443(3,174,318) 49.7

Low 94(122,821) 53.7 2,277(3,087,454) 50.2 2,371(3,210,275)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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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 and differences of suicidal ideation by variables (continued)

Yes
(n=180, weighted
n=228,566, 3.6%)

No
(n=4,634, weighted
n=6,156,027, 96.4%)

Total
(N=4,814,

weighted n=6,384,594)

Rao-
Scott


(t)

p

n(weighted n)
weighte
d %

n(weighted n)
weighte
d %

n(weighted n)
weighte
d %

Reciprocity

5.338 .054High 114(158,065) 69.2 3,515(4,725,159) 76.8 3,629(4,883,224) 76.5

Low 66(70,500) 30.8 1,119(1,430,868) 23.2 1,185(150,369) 23.5

Satisfaction in social relationship

57.956 <.001
Satisfactory 78(104,560) 45.7 3,164(4,224,849) 68.6 3,242(4,329,410) 67.8

Intermediate 72(89,588) 39.2 1,258(1,643,710) 26.7 1,330(1,733,298) 27.1

Unsatisfactory 30(34,417) 15.1 212(287,467) 4.7 242(321,885) 5.0

가족체계의 사회 자본 정도를 측정한 결과 상자의 63.6%(2,813명)이 배우자가 있으며, 상

자의 79.4%(3,762명)가 가족 계에 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체계의 사회 자본

정도를 측정한 결과 상자의 49.7%(2,443명)가 타인에 한 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상자

의 76.5%(3,629명)가 상호호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상자의 67.8%(3,242명)가 사회

친분 계에 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상자의 3.6%(180명)가 최근 1년 동안 자살에 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사고는 성별(p=.037), 거주형태(p<.001), 국민기 생활보장 수 여부(p<.001), 주 건강수

(p<.001), 만성질환 유무(p=.049), 장애 유무(p=.029), 우울 여부(p<.001), 배우자 유무(p<.001), 가족

계 만족도(p<.001), 사회 친분 계 만족도(p<.001)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분포의 차이가 있었

다(Table 1).

3.2. 자살사고의 향 요인

상자의 자살사고에 미치는 향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해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실시하 다. 자살사고의 유의한 향요인으로 우울, 국민기 생활보장 수 여부, 가족 계 만

족도가 확인되었다. 우울이 있는 노인은 우울이 없는 노인보다 자살사고를 할 가능성이 7.774배

(95% CI:4.383-13.788) 더 높았으며 국민기 생활보장 수 을 받는 노인은 수 을 받지 않는 노인보

다 자살사고를 할 가능성이 1.478배(95% CI:0.905-2.414) 더 높았다. 가족 계에 한 만족도가 낮은

노인은 만족도가 높은 노인보다 자살 사고를 할 가능성이 2.361배(95% CI:1.355-4.113) 더 높고, 만

족도가 보통인 노인보다 1.791배(95% CI:1.100-2.91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4. 논의

본 연구는 2015년 한국복지패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사고에 향을 미

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 다.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 체계 사이의 상호작용을

요시하는 생태학 체계이론과 최근 건강과 련성이 입증된 사회 자본 이론을 토 로 노인의

자살사고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 다.

연구결과 상자의 3.6%가 최근 1년 동안 자살에 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것으로 나타났고 이

는 성인의 자살사고율 2.0%(Borges et al., 2010) 보다 높은 수치이다. 노인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신체 건강 문제와 심리사회 문제, 경제 문제 등 다각 으로 취약하여 자살의 험성이 높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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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Draper, 2014) 노인의 자살사고에 한 심이 요구된다. 더구나 Heo, Kim(2016)의 연구에서

장애노인 22%의 노인이, Baek(2016)의 연구에서 독거노인 28.3%의 노인이 최근 1년간 자살

사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장애노인, 독거노인과 같은 취약 노인의 자살 방을 한 다각

인 노력이 필요하다(Baek, 2016; Heo, Kim, 2016). 반면 본 연구에서의 자살사고율은 노인실태조

사 자료를 이용한 Jeong, Kim(2015)의 연구의 11.2% 보다 낮은 수치이다. 이처럼 자살사고율이 상

이한 것은 노인실태조사의 경우 ‘만60세 이후 자살을 생각해 본 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을 이용

하여 질문에 해당하는 기간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 추측된다. 이에 고령사회에 한 비의 일환으

로 국가 차원에서 노인자살에 한 기 자료를 구축하는데 있어 일 되고 표 화된 도구 사용에

한 합의와 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Table 2. Factors influencing suicidal ideation

Characteristics Categories Odds ratio 95% CI p

Gender
Male 0.888 0.547-1.143 .632

Female 1

Living
arrangements

Living alone 1.051 0.491-2.252 .898

Living with others 1

Recipient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Yes 1.478 0.905-2.414 .002

No 1

Perceived health
status

Poor 0.992 0.585-1.712 .996

Fair 0.845 0.523-1.367 .493

Good 1

Chronic Disease
Yes 1.423 0.598-3.384 .425

No 1

Depression
Yes 7.774 4.383-13.788 <.001

No 1

Disability
Yes 1.358 0.736-2.506 .328

No 1

Presence of spouse
No 1.353 0.574-3.192 .490

Yes 1

Satisfaction in family
relationship

Unsatisfactory 2.361 1.355-4.113 .002

Intermediate 1.791 1.100-2.916 .019

Satisfactory 1

Satisfaction in social
relationship

Unsatisfactory 1.209 0.597-2.451 .598

Intermediate 1.028 0.648-1.632 .906

Satisfactory 1

본 연구에서 악된 노인의 자살사고에 향을 주는 개인 인 요인으로 우울, 국민기 생활보장

수 여부가 확인되었다. 우울이 있는 노인은 우울이 없는 노인보다 자살사고를 할 가능성이 7.774

배 더 높았으며 이는 선행연구(Jeong, Kim, 2015; Kim, 2014)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우울은 많은 선

행연구를 통해 자살사고와 자살시도의 가장 강력한 향요인임이 검증되었다(Draper, 2014; Hawton

et al., 2013). 노년기에는 신체 건강 상실, 사회 연결망 감소, 고독감, 스트 스, 경제상태 악화

등으로 우울이 증가할 수 있다(Draper, 2014). 노인의 우울에 한 조기발견과 극 인 리가 자

살사고를 이는 가장 효과 인 방법이므로(Lapierre et al., 2011)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뿐만 아니

라 노인들의 근성이 좋은 지역사회의 의원이나 약국에서 노인을 상으로 우울증 선별검사를 통

해 고 험군을 발굴하고, 필요시 문가에게 의뢰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국민기 생활보장

수 을 받는 노인이 비수 노인보다 자살사고를 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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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Jeong, Ko, 2016)의 결과와 일치하 다. 국민기 생활보장 수 여부는 노인의 경제 상황과 빈

곤을 나타내는 지표로 소득의 감소에 따른 경제 어려움이 삶의 의욕을 하시켜 자살 사고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된다. 2014년 노인실태조사(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 결과 노

인의 자살사고 이유는 노인의 경제 어려움이 40.4%로 가장 큰 비 을 차지한 것과 같이 노인의

경제 요인이 자살사고의 주된 향요인이므로 노인의 자살사고를 이기 한 방안으로 노인의

생활안정을 해 연 제도와 같은 소득보장제도와 함께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창출과 같은 정책

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악된 노인의 자살사고에 향을 미치는 가족체계 내 사회 자본 요인으로 가족

계에 한 만족도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선행연구 결과(Kim, 2014)와 일치한다. 가

족은 노인에게 사회 지지, 신뢰, 안정감을 제공하여 노인의 안녕에 요한 사회 자본으로 노인

의 정신건강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Nyqvist et al., 2013). 노인은 신체 인 기능 감퇴와 함께

사회 활동 감소로 새로운 계집단을 형성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다른 집단에 비해 가족의 향

력이 더 크게 작용하고, 가족 체계 내 사회 자본들은 노인의 삶의 의미를 갖게 함으로써 자살사

고를 여주는 것으로 보인다(Yim et al., 2016). 특히 가족간의 조화를 강조하는 통 인 한국 가

족문화에서 가족체계의 사회 자본의 역할은 더욱 요하므로 자녀와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간의

계 개선과 갈등해소 등을 한 개입방법 마련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 가족 계 만족도와

다르게 배우자의 유무는 유의한 계가 확인되지 않은 것은 인지 인 사회자본이 구조 인 사회자

본보다 건강에 더욱 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노인의 자살사고에 한 자료수집

단계에서 사회 자본의 양 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 인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De Salva et

al., 2005).

본 연구에서 거시 체계에 속하는 지역사회체계 사회 자본은 자살사고에 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간의 신뢰와 상호호혜성이 자살사고와 련이 있고, 특히 심리 인

문제가 있는 노인의 경우 이것들은 자살사고에 한 보호 요인이 된다는 선행연구 결과(Kim et al.,

2017; Noguchi et al., 2017)와 다르다. 사회 자본과 정신질환과의 계성에 해 체계 고찰 결

과 타인이나 지역사회에 한 신뢰, 지역사회 애착, 상호호혜성은 우울, 불안 장애와 같은 정신질

환의 험성을 여주는 보호요인으로 확인되었다(Ehsan, De Silva, 2015). 한 노인의 사회 자본

과 정신 인 안녕감(삶의 질, 행복, 삶의 만족감)의 계에 해 체계 으로 고찰한 결과 가족, 친

구, 이웃, 지역사회에 한 신뢰는 노인의 안녕감을 한 주요한 자원으로 확인되었다(Nyqvist et

al., 2013). 서론에서 언 한 것과 같이 사회 자본과 건강의 계를 다룬 부분의 연구들이 유럽,

미국과 같은 서구사회에서 이루어 졌는데 본 연구결과가 선행연구 결과와 상이한 것은 서구의 사

회 자본과 우리나라에서의 사회 자본의 특성이 다를 수 있다는 으로 해석할 수 있다(Shin,

Cho, 2007).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개인간 신뢰와 상호호혜성을 주요 변수로 포함시켰

으나 한국사회의 사회 자본의 특성이 서구사회와 다를 수 있다는 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최근 사회 자본과 건강의 계에 한 심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기단계이

다. 한국은 속한 경제발 과 산업화, 도시화의 특징과 함께 유교사상의 향을 받는 효를 강조하

는 사회문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사회 맥락의 특수성을 반 한 사회 자본 요

인에 한 탐색과 함께 사회 자본과 건강의 계성에 한 반복 인 연구가 요구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노인의 자살 방을 한 간호 재는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가족, 사

회 환경을 모두 고려한 다차원 인 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경제 상황이 열

악하고, 우울이 있으며 가족 계에 만족도가 낮은 노인은 고 험군으로 개별 인 자살 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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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험요인을 참고로 주기 인 선별검사를 통해 자살고

험군 발굴을 강화하고 고 험군 노인에 한 사례 리와 정신과 치료 복지서비스와 연계 체계

를 구축하는 등 극 재에 나서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 이 있다. 본 연구는 이차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서 자살사고

에 향을 수 있는 변수들과 사회 자본에 해당하는 다양한 속성의 변수들을 포함하지 못했다

는 한계 이 있다. 한 횡단 자료를 기 로 하고 있어 사회 자본이 자살사고의 변화에 어떠

한 향을 미치는가에 한 종단 분석을 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종단 연구를 통해 자살

사고의 정확한 향요인을 규명할 것 제언한다. 한 타인에 한 신뢰감과 상호호혜성에 한 문

항은 국외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문항이지만 한국에서 측정 문항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한 검

증이 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한국 사회의 사회 자본을 측정하기 한 타당성이 입증된

척도의 개발과 사용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제한 에도 본 연구는 층화이 추출법으로 연구 상자

를 추출한 규모의 한국복지패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일반화와 표성에 제약이 다는 과

생태학 에서 노인의 사회 자본과 자살 사고의 계를 규명하 다는데 의의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표성을 가진 한국복지패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 자본 이론과 생태학 체계이

론을 토 로 노인의 자살사고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우울, 국

민기 생활보장 수 여부와 같은 개인 특성과 가족 계 만족도로 측정한 사회 자본이 노인의

자살사고의 향요인임을 확인하 다. 본 연구결과를 토 로 노인의 자살 방을 해서 개인의 특

성뿐만 아니라 가족, 사회 환경이 취약한 노인 상의 지속 인 리가 요구된다. 특히 우울의

방, 조기발견, 극 인 재와 함께 사회 자본과 련된 간호 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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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Influencing Suicidal Ideation in the Elderly : Using 2015

Korea Welfare Panel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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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redictors of suicidal ideation in the

elderly on the basis of social capital theory and ecological model. This study was secondary

analysis based on the data from the 2015 10th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with

the subjects 4,814 elderly aged over 65.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analysis,

Rao-Scott chi-square test, t-test and logistic regression to take account of complex samples

analysis with the SPSS/WIN 23.0 program. 3.6% of subjects had the experiences of suicidal

ideatio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gender, living arrangements, recipient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perceived health status, chronic disease, disability, depression, presence of

spouse, satisfaction in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social relationship between elderly

who thought of suicide and elderly who did not think. It was determined that influencing

factors included depression, recipient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satisfaction in family

relationship. Based on these results, nursing strategies focusing on managing the depression

and enhancing the satisfaction in family relationships are needed to prevent suicide for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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