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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국의 자살자 수는 2020년 한 해에 13,195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25.7명이라는 자살률을 기록했다. 이는 매시간 1.5명 그리고 하루에 

36.1명이 자살행위로 사망하는 수치이다[1]. 사망원인에 있어서도 자살

은 암, 심장 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에 이은 5위의 높은 순위를 차지한

다. 이 같은 한국의 자살률은 국제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회원국들의 연령표준화 자살률(OECD 표준인

구 10만 명당 기준)을 비교할 때 한국의 자살률은 23.5명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자살률인 10.9명보다 2배 이상 높으며, 2위인 리투아니

아의 21.6명보다 1.9명, 3위인 슬로베니아의 16.5명보다는 7명이나 높다.

자살은 당사자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릴 뿐만 아니라 주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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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친지에게 상당한 정신적, 물질적 어려움을 가져다주며 또한 사

회 전체적으로 상당한 부담과 비용을 초래한다. 한 사람의 자살은 최

소한 6명의 가까운 가족과 친지에게 큰 심리적 충격과 상처를 남기며 

아울러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2,3]. 사회경제적으로 자살은 의료비 등의 직접비와 조기 사망에 따른 

생산성 손실과 같은 간접비를 포함했을 경우 2015년 기준으로 9조 4천 

억 원의 비용을 발생시키며 단일질환으로는 1위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4].

자살이 점차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정책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자살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학문

적으로도 자살현상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일반적으로 

자살은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의 세 단계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으며 기존의 연구들도 일관되게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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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계획과 자살시도를 많이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5-7]. 이러한 일련

의 과정에서 자살생각은 가장 앞서 발생하는 단계로서 자살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선행요소라고 할 수 있다. 자살은 당사자의 사

망으로 끝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후의 대처가 거의 무의미한 행위이

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을 막거나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자살의 실제적

인 징후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자살생각을 미리 발견하고 개입하는 것

이 가장 효과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8,9].

최근 들어 자살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도 자살생각 및 이와 관련된 

요인들을 파악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이들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우울증, 고독감, 불

안감, 스트레스 등과 같은 심리적 요인과 성별, 연령, 혼인상태, 종교, 교

육수준, 경제적 수준, 사회적 자본, 건강상태 등과 같은 인구학적 및 사

회경제적 요인과 건강이 주로 제시되고 있다[10-15]. 이들 두 요인 가운

데 최근 들어 사회인구학적인 요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

다[8,15,16]. 왜냐하면 심리적 요인은 개인적으로 차이가 크고 또 내면

에 존재하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힘든 데 비해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요인은 집단 차원에서 구분될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확인이 비교

적 쉬워 자살예방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요인에 있

어서도 특히 주목할 변수는 성별인데 왜냐하면 남녀는 가장 큰 규모

로 구분되는 기본적인 인구집단일 뿐만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도 남녀 

간의 자살률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2020년

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남자가 35.5명인 데 비해 여자는 15.9명

으로 남자가 2배 이상 많으며 이로 인해 사망원인에서 자살은 남자의 

경우에 5위, 여자의 경우에는 8위로 나타났다[1].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자살생각은 대체적으로 남자에 비해 여자가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17-20]. 하지만 최근에 실시된 일부 연구들

은 성별로 자살생각에 큰 차이가 없는 결과[8,21-23]를 보여주기도 한

다. 자살생각과 자살시도 간의 높은 상관성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상이한 결과들이 나타난 것에 대해 남녀 간에 차이나는 사회적 역할

과 태도,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적 관계, 연구대상자의 연령대, 건강수

준 그리고 국가별로 상이한 문화 등의 다양한 요인이 이유로 제시된다

[9,24,25]. 이처럼 다양한 변수들이 성별에 따른 자살생각의 차이에 연

관될 수 있다는 사실은 성별에 따른 자살생각의 차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이들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요인과 건강 관련 변수를 

연구에 포함하여 남녀 간의 차이를 종합적이고 심도있게 살펴볼 필요

가 있음을 제시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당수의 연구들은 자살생각에 

대한 남녀 간의 차이만을 밝히는 데 한정되어 있고 이러한 남녀 간의 

차이에 대해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과 건강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 연구는 자살생각에 대해 성별로 어떻게 차이나

며 또 이러한 차이에 대해 어떤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요인과 건강이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일

반 성인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자살생각에 대한 남녀 간의 차이를 알아

보고 다음으로 주요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변수와 건강이 자살생각

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성별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자료

본 연구는 2018년의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

vey, KGSS)에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KGSS는 성균관대학교 서

베이리서치센터가 2003년부터 거의 매년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 남녀 

가운데 다단계 지역확률표본추출을 통해 선정한 표본을 대상으로 주

요 사회적인 주제들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조사이다. 이들 조사 가

운데 이 연구에 관련된 자살생각에 대한 항목은 2018년의 조사에 포

함되어 있다. KGSS는 추출된 표본을 상대로 조사원이 대면면접방식

의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이를 통해 KGSS는 확률표본추출방식과 함

께 높은 응답률을 가진 대표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2018년 KGSS

의 응답자 수와 응답률은 각각 1,031명, 43%이다.

측정도구

2018년 KGSS의 조사내용에는 이 연구의 주제인 자살생각과 이와 

관련될 수 있는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변수와 건강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종속변수인 자살생각은 ‘귀하는 지난 1년간 자살에 대하여 생각

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단일 문항에 대해 ‘그렇다’와 ‘아니다’의 양자

택일형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인구학적 변수로는 성, 연령, 종교, 혼인

상태, 지역을 포함하였다. 이 가운데 종교는 종교없음, 불교, 개신교, 천

주교로 범주화하였으며, 혼인상태는 미혼, 기혼/동거, 사별, 이혼/별거

의 4개 유형으로 나누었다. 지역은 응답자가 살고 있는 지역이 도시와 

시골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항으로 알아보았다.

사회경제적인 변수로 교육수준, 취업상태, 소득, 주관적 경제상태, 

단체참여를 포함하였다. 교육수준은 무학에서 대학원까지의 학력으

로 물어본 다음 나중에 실제 교육년수로 재부호화하여 분석하였다. 취

업상태는 응답자의 취업여부에 대한 문항으로 알아보았으며, 소득은 

월평균 가구소득으로 측정하였다. 경제적인 요인에 대한 주관적 측면

도 살펴보기 위해 응답자 자신의 경제상태에 대한 인식을 물어보았으

며, 이에 대한 측정은 ‘① 매우 만족’에서 ‘⑤ 매우 불만족’의 5점 척도

를 사용하였고 나중에 분석에서는 역부호화하였다.

단체참여는 단체나 모임의 참여로 파악하였으며, 측정은 주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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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클럽, 종교집단, 친목/동창모임, 여가모임, 직업/직능모임, 시민

사회단체모임의 7가지 단체나 모임에 어느 정도로 소속되어 활동하는

지에 대해 ‘① 소속되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에서 ‘④ 소속된 적 없

다’의 4점 척도로 사용하여 물어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분석에서

는 역부호화한 점수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건강은 응답자 자신의 건

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판단으로 알아보았으며, 이에 대해서는 ‘① 매

우 좋다’에서 ‘⑤ 매우 나쁘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한 다음 역부호화하

였다.

자료분석

먼저 연구대상자의 기술적인 특성과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

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비율을 알아보았다. 다음으

로 본 연구의 독립변수들이 자살생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어느 정도 관

계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카이제곱검정을 사용한 이원적 분

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속형 변수인 연령, 교육수준, 월소득, 

경제상태, 단체참여, 건강상태는 보다 단순한 범주형 변수로 전환하였

다. 이어서 전체적으로 본 연구의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자살생각

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또 이러한 영향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차이

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

을 위한 통계프로그램은 SPSS 24.0 (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기술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에 대한 기술적인 특성은 Table 1에 나타난 바

와 같다. 성별은 남자 54.6%, 여자 45.4%로 남자가 다소 많은 편이며, 평

균 연령은 51.04세이다. 종교는 무교 47.7%, 불교 21.6%, 개신교 20.0%, 

천주교 10.7%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혼인상태는 기혼/동거 55.3%, 

미혼 25.1%, 사별 13.6%, 이혼/별거 5.9%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거주

지는 시골지역 26.1%, 도시지역 73.9%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중졸 이

하 25.9%, 고졸 27.0%, 대졸 이상 47.1%로 분포되어 있는데, 이를 학제에 

따른 교육년수로 환산했을 경우에 평균은 12.3년으로 고졸의 교육년

수인 12년보다 약간 많은 편이다. 취업상태는 미취업자가 44.9%이고 취

업자가 55.1%이었다. 가구 월평균소득은 456만 8천 원이며, 연구대상

자들이 느끼는 주관적 경제상태는 5점 척도에 3.17로 중간을 약간 넘

는 수치를 보여준다. 단체참여의 수준은 1.66으로 ‘① 소속된 적이 없

다’와 ‘② 과거에 소속된 적이 있다’의 중간 정도를 나타냈다. 연구대상

자들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5점 척도에 3.39로 중간보다는 약간 좋은 

편이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자살생각과 관련해서 지난 1년간 자살

을 생각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12.7%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비

율은 87.3%로 나타났다.

변수별 자살생각

Table 2는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자살생각이 각 독립변수별로 어떻

게 차이 나는지를 전체적으로 그리고 성별로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를 담고 있다. 우선 전체적으로 자살생각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는 혼인상태(p < 0.001), 지역

(p< 0.01), 월소득(p< 0.05), 경제상태(p< 0.001), 건강상태(p< 0.001)이다. 

혼인상태에 있어 자살생각은 이혼/별거(32.8%)가 미혼(15.9%), 사별

(11.4%), 기혼/동거(8.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자살생각의 

비율은 도시(14.6%)가 시골(7.4%)보다 2배 정도 높다. 월소득은 낮은 사

람(16.0%)이 중간인 사람(10.8%)과 높은 사람(9.0%)에 비해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는 편이다. 경제상태에서도 불만인 사람(20.5%)이 중간인 사

람(11.9%)과 만족인 사람(8.0%)보다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1,031)

Variables
Mean or % 

Characteristics1

Gender (%) Male 54.6
Female 45.4

Age (y) 51.04 (18.92)2

Religion (%) No religion 47.7
Buddhism 21.6
Protestantism 20.0
Catholicism 10.7

Marital status (%) Never married 25.1
Married/Cohabiting 55.3
Widowed 13.6
Divorced/Separated 5.9

Region (%) Rural 26.1
Urban 73.9

Educational level (%) Middle school 25.9
High school 27.0
College 47.1
Mean schooling years 12.30 (4.34)

Employment status (%) Unemployed 44.9
Employed 55.1

Monthly income (10,000 won) 456.76 (817.40)
Financial condition 3.17 (1.10)
Group participation 1.66 (0.54)
Health condition 3.39 (1.07)
Suicide ideation (%) No 87.3

Yes 12.7

1The numbers for gender, religion, marital status, region. educational level, 
employment status and suicide ideation are proportions and the numbers 
for the other variables are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2Numbers in parenthesis are standard dev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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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와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다. 종교에 있어 남자는 전체 및 여자와 

달리 천주교(16.0%)와 무교(15.2%)가 불교(6.3%)와 개신교(5.5%)에 비해 

자살생각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편이다. 월소득에 있

어서는 전체와 남자에게 나타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여자에

게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본 연구의 독립변수들이 자살생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전

체와 성별로 나누어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는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전체적으로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

향을 주는 변수는 종교의 불교(p< 0.05), 혼인상태의 이혼/별거(p< 0.05), 

지역(p< 0.05), 교육수준(p< 0.01), 경제상태(p< 0.01), 건강상태(p< 0.001)

로 나타났다. 불교신자(odds ratio, OR= 0.48)는 무교나 다른 종교의 신

자보다 자살생각을 덜 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달리 이혼/별거(OR=2.52)

는 다른 결혼상태보다 그리고 도시지역(OR =1.99)이 시골지역보다 자

살생각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교육수준(OR=1.11)은 높을수록 자살생

각의 확률이 커지는데 비해 경제상태(OR= 0.74)는 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건강상태(OR= 0.53)는 좋을수록 자살생각의 확률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성별에 따른 자살생각에 대한 독립변수의 효과는 남녀 간에 있어 큰 

차이를 보여준다. 남자의 경우,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독

립변수는 연령(p< 0.05), 종교의 개신교(p< 0.05), 혼인상태의 이혼/별거

(p< 0.05), 교육수준(p< 0.01), 경제상태(p< 0.01), 건강상태(p< 0.001)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 가운데 결혼상태의 이혼/별거(OR =5.11), 교육수

준(OR=1.17), 경제상태(OR= 0.69), 건강상태(OR= 0.52)는 전체의 경우

와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는 데 비해 연령과 종교는 다른 모습을 보여

준다. 연령은 전체에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남자의 경우에는 유의미

하게 그리고 종교는 전체에서 불교만 유의미했지만 남자의 경우에는 

개신교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연령(OR=1.04)이 많을수

록 자살의 가능성이 높고, 개신교 신자(OR= 0.25)가 무교나 다른 종교

의 신자보다 자살의 가능성이 낮은 성향이 있다. 한편 지역은 전체에 

있어서는 유의미했으나 남자에게 있어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로 나

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는 독립변수들 가운데 단지 건강상태(p< 0.001)

만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어 앞의 전체와 남성의 경우와는 크게 다

른 결과를 보여준다. 건강상태(OR= 0.49)는 전체와 남성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좋을수록 자살생각의 가능성이 줄어드는 성향이 있다.

고 찰

본 연구는 일반인의 자살생각을 파악하고 또 이에 어떤 변수들이 

났다. 한편 성별 자살생각의 비율은 남자가 12.2%, 여자가 13.1%로 여자

가 약간 높은 편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남녀 모두 종교와 월소득을 제외하고는 

Table 2. Experience of suicidal ideation

Variables
All Male Female

% χ2 % χ2 % χ2

Gender
Male 12.2 0.21 - - - -
Female 13.1

Age (y)
18-39 12.2 0.73 8.6 5.74 

(0.057)
16.1 1.73

40-59 13.9 17.0 11.3
≥60 12.0 10.8 12.7

Religion
No religion 14.7 3.30 15.2 8.54* 14.2 1.44
Buddhism 10.8 6.3 13.4
Protestantism 10.7 5.5 13.5
Catholicism 11.8 16.0 8.3

Marital status
Never married 15.9 33.10*** 12.5 31.90*** 21.4 13.01**
Married/Cohabiting 8.8 7.8 9.7
Widowed 11.4 14.3 10.9
Divorced/Separated 32.8 44.4 23.5

Region
Rural 7.4 9.12** 6.1 5.29* 8.4 4.11*
Urban 14.6 14.2 14.9

Educational level
Middle school 11.2 1.24 12.7 0.70 10.6 1.57
High school 14.4 14.1 14.7
College 12.6 11.2 14.2

Employment status
Unemployed 14.5 2.36 14.2 1.01 14.6 1.18
Employed 11.3 11.0 11.5

Monthly income
Low 16.0 7.15* 21.6 14.57*** 12.6 0.09
Middle 10.8 9.6 12.0
High 9.0 6.4 11.5

Financial condition
Dissatisfied 20.5 25.77*** 21.4 16.78*** 19.6 10.99**
Middle 11.9 8.8 14.2
Satisfied 8.0 7.5 8.4

Group participation
Low 15.7 4.6 17.4 3.95 14.4 1.49
Medium 12.3 11.4 13.0
High 9.7 9.5 9.9

Health condition
Poor 25.2 43.68*** 24.7 16.48*** 25.5 27.00***
Moderate 12.7 13.6 11.9
Good 7.4 7.6 7.3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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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가를 성별에 따라 알아보기 위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한 2018년 KGSS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일반인들 

가운데 지난 1년간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인 있는 사람의 비율은 

12.7%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보건복지부가 19세 이상의 성인들을 

상대로 2020년 초에 조사한 결과인 9.7%보다는 높고 2021년 말에 조사

한 결과인 13.6%보다는 약간 낮은 편이다[26]. 성별에 따른 자살생각의 

비율은 남자가 12.2%, 여자가 13.1%로 여자가 약간 높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이러한 결과는 한편으로 자살생각의 성별 차이

에 관한 기존 연구들의 다양한 견해 가운데 성별로 차이가 없다는 입

장[8,21-23]에 부합하며 다른 한편으로 자살생각에 대한 남녀 간의 차

이는 시기별로 그리고 국가별로 상이한 사회문화적 요인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9,24,25].

자살생각의 비율은 남녀 간에 별다른 차이는 없지만 자살생각에 미

치는 변수의 효과는 남녀 간에 있어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전체적으

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종교의 불교, 결혼상태의 이혼/별

거, 지역, 교육수준, 경제상태, 건강상태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남자

의 자살생각에서도 통계적 유의미성을 지니고 있는 변수는 교육수준, 

결혼상태의 이혼/별거, 경제상태, 건강상태로 상당 부분 전체와 유사

하다. 이에 비해 여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건강상태뿐

으로 전체 및 남자의 경우와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 같은 결과로 

살펴볼 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인 변수

는 여자보다 남자의 자살생각에 더 영향을 미치며 아울러 전체적으로 

나타난 독립변수의 효과는 남자에게서 나타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상당히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구학적이고 사회경제

적인 변수가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사실과 관련

해서는 성별에 따라 상이한 사회적 역할과 기대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

는 설명이 적용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남성은 여성에 비해 사회적 역

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맡아서 활동하도록 기대되어 왔고, 이에 따라 

남성의 지위는 주로 맡은 사회적 역할과 활동을 수행한 결과에 의해 

평가되어 온 측면이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남성은 여성에 비해 사회

문화적 및 사회경제적인 요인을 보다 중요시 여기며 이에 대해 민감하

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27,28].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사회적 역할이 

잘 수행되지 않거나 지위가 불만족스러울 경우 남성은 여성에 비해 더 

큰 심리적 충격과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인구학적이

고 사회경제적인 변수가 여성보다는 남성의 자살생각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다.

기존의 조사나 연구들에 따르면 자살과 자살생각의 비율은 대체적

으로 노년층에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14,29-32]. 본 연구에서도 

남성의 경우에 연령이 많을수록 자살생각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면

서 기존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종교는 전체의 경우에

는 불교신자가 그리고 남성의 경우에는 개신교신자가 종교가 없는 사

람에 비해 자살생각을 덜 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Table 3에서 

이 두 종교의 교차비는 전체와 남성 모두 통계적 유의도만 다소 차이

날 뿐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 자살생각에 대한 두 종교의 영향

Table 3. Logistic regression on suicidal ideation

Variables
All Male Female

OR (95% CI) OR (95% CI) OR (95% CI)

Gender (ref.: female) 0.86 (0.53-1.40)
Age 1.02 (0.99-1.04) 1.04 (1.00-1.07)* 0.99 (0.97-1.03)
Religion (ref.: no religion)

Buddhism 0.48 (0.24-0.97)* 0.22 (0.05-1.09) 0.72 (0.31-1.68)
Protestantism 0.59 (0.31-1.12) 0.25 (0.07-0.90)* 0.84 (0.38-1.87)
Catholicism 0.91 (0.42-1.99) 1.62 (0.56-4.67) 0.53 (0.16-1.84)

Marital status (ref.: never married)
Married/Cohabiting 0.52 (0.26-1.03) 0.42 (0.13-1.33) 0.51 (0.21-1.26)
Widowed 0.46 (0.16-1.35) 0.56 (0.07-4.58) 0.43 (0.12-1.55)
Divorced/Separated 2.52 (1.05-6.02)* 5.11 (1.26-20.79)* 1.48 (0.44-4.98)

Region (ref.: rural) 1.99 (1.07-3.71)* 2.32 (0.82-6.57) 1.67 (0.74-3.78)
Educational level 1.11 (1.03-1.21)** 1.17 (1.04-1.33)* 1.07 (0.96-1.20)
Employment status 1.19 (0.73-1.95) 0.80 (0.35-1.83) 1.32 (0.68-2.58)
Monthly income 1.00 (0.99-1.00) 0.99 (0.99-1.00) 1.00( 1.00-1.00)
Financial condition 0.74 (0.60-0.92)** 0.69 (0.51-0.95)* 0.78 (0.58-1.06)
Group participation 0.76 (0.47-1.23) 0.46 (0.21-1.00) 1.17 (0.63-2.19)
Health condition 0.53 (0.42-0.68)*** 0.52 (0.35-0.78)*** 0.49 (0.35-0.69)***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ref., reference.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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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대부분의 종교가 생명의 중

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살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천주교가 무교

와 별다른 차이를 보여주지 않은 것은 예외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혼인상태에 있어 이혼과 별거는 남자에게 자살생각의 가능성을 높

이는 데 비해 여자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대체적으로 한국에서 이혼은 남편의 부정과 잘못에 의해 부인이 제기

하는 비율이 높고, 또 이혼을 제기하는 사람은 미리 이혼 후의 삶에 대

해 준비와 계획을 하기 때문에 이혼에 따른 충격이나 어려움이 덜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33-35]. 지역별로 도시 

거주자가 시골 거주자에 비해 자살생각의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도시

가 시골에 비해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경쟁이 더 심하고 이것이 갈등, 

긴장, 스트레스를 더 유발할 수 있다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36].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

다. 이러한 결과는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이 개인에게 더 많은 자기결

정권과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갖게 한다는 주장과 연관지어 해석할 수 

있다[37,38]. 하지만 일부 연구들은 교육수준과 자살생각 간에 별다른 

상관이 없거나 오히려 역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을 덜 

하는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14,20,23,31]. 이 같은 차이에 대해서는 잠정

적이지만 조사대상자와 연구에 포함된 변수 등이 서로 달라서 나타난 

결과로 추정될 수 있지만,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정확하게 사실

을 확인할 필요는 있다.

경제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상당수의 기존 연구들은 소득이 낮을수

록 자살생각의 가능성이 증가하며, 이는 저소득자일수록 물질적인 삶

의 어려움이 커지는 현상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한다[14,31,39,40].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의 객관적인 경제지표인 월소득과 

함께 취업상태와 주관적인 경제지표인 경제상태를 추가하여 자살생

각에 대한 경제적인 요인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월소득과 취

업상태는 자살생각과 무관한 데에 비해 경제상태는 만족도가 감소할

수록 자살생각의 가능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살생각에 대해서 객관적인 지표인 실제의 취업상태나 소득보다는 

자신의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보여준다. 더불어 자살생각에 대해 객관적인 소득 및 취업상태가 

주관적인 경제상태가 서로 다르게 영향을 미친 점은 자살생각에 관한 

연구에 있어 경제적인 요인은 객관적인 차원과 주관적인 차원을 구분

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건강상태는 좋을수록 자살생각의 가능성이 줄어드는데 이러한 경

향은 기존 대부분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13,14,31,40]. 본 연구의 독립

변수들 가운데 건강상태는 자살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아울

러 전체와 남녀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유일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이 자살이나 자살생각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요인임을 알려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성별, 취업상태, 단체참여, 건강상태를 제외한 나

머지 변수인 연령, 종교, 혼인상태, 지역, 교육수준, 월소득, 경제상태는 

이원적 분석과 다원적 분석에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인다. 연령은 이

원적 분석에서 전체와 남녀 모두에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다원적 분

석에서는 남성에서만 유의미했으며, 종교는 이원적 분석에서 남성에게

만 유의미했으나 다원적 분석에서는 전체와 남성에게 유의미하게 나

타났다. 혼인상태와 지역은 이원적 분석에서 전체와 남녀 모두에게 유

의미했으나 다원적 분석에서 혼인상태는 전체와 남성에게 그리고 지

역은 전체에게만 유의미했다. 교육수준은 이원적 분석에서 모두에게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다원적 분석에서 전체와 남성에게는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월소득은 이원적 분석에서 전체와 남성에게 유의미했으나 

다원적 분석에서는 모두에게 유의미하지 않았다. 경제상태는 이원적 

분석에서 모두 유의미했으나 다원적 분석에서는 전체와 남성에게 유

의미했다. 이와 같이 분석수준에 따라 독립변수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

났다는 사실은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에서 독립변수의 보다 정확한 영

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통제변수의 사용을 포함하는 다원적 분석이 

요구된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결 론

본 연구는 일반인의 자살생각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성별로 

파악하기 위해 2018년 KGSS 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일반인들 가운데 지난 1년간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12.7%로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자살이 삶에 

있어 가장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자살행위의 전조 단계

인 자살생각의 비율이 10% 이상 나온 결과는 한국의 자살률이 국제적

으로 가장 높고 또한 한국 사회에서 자살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를 보여준다. 성별로 자살생각의 비율은 남성이 12.2%, 여성이 13.1%로 

여성이 0.9% 포인트 많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

다. 하지만 본 연구의 주요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변수들은 남성의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데 비해 여성의 자살생각에는 별다

른 영향을 주지 않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로 큰 차이가 있

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자살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이나 프로

그램을 보다 효과적으로 계획하거나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살

생각에 대한 남녀의 차이를 보다 심도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는 남녀 모두에 있어 자살생각에 가장 큰 영향

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자살에 대한 예방과 방지를 

하는데 있어 특히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해 

관심과 집중이 두어져야 함을 시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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