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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우리나라의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은 2015년 현재 인구 10명 

중 1명꼴이다. 노인인구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6년에는 

20.8%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

화 사회1)에 진입하였으며, 현재 추세로 볼 때 선진국이 경험한 속도에 

노인의 주관적 계층인식과 자살생각과의 관련성
박선희1, 제갈정2, 김광기2

1서울시 중구보건소, 2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Class and Suicidal Ideation in Korean 
Elderly
Sun Hee Park1, Jung JeKarl2, Kwang Kee Kim2

1Jung-gu Health Center,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oul; 2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Inje University, Busan, Korea

Objectives: This i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class and experience of suicidal ideation among the elderly an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in terms of health promotion and prevention of a suicide committed by the elderly. Methods: As a secondary data analyses a sample of the 
elderly aged 65 and older (n = 2,209) was drawn from the panel of Korea Medical Care Utilization collected in year of 2012. Multivariate logistic regres-
sions were employed to explore an association of perceived social class and suicidal ideation with held socio-demographic covariates constant with 
using SPSS 22.0. Results: Of the respondent 8.8% of them reported to have experienced at least once suicidal ideation in previous year and to perceived 
themselves as members of lower social class groups (Mean = 3.62 out of 10 score).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showed that perceived social class was 
associated with experience of suicidal ideation. Those among the lowest social group were 2.19 times as high as those among the highest likely to have 
experience of a suicidal ideation during a year under study. Significant covariates being associated with experience of suicidal ideation included gender, 
abilities to perform physical activities, and the number of chronic diseases they have. Conclusions: With psychological and physical health factors, per-
ceived social clas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making an effort to prevent a suicide committed by an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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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더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 초고령사회2)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1].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나타나

고 있고, 이는 우리사회 전반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노인문제의 양적 증가 및 질적 심화를 가져오고 있는

데[2], 그 중에서도 경제적 문제는 매우 심각하여 우리나라 노인빈곤

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1)고령화사회: 총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UN, 2000)
2)초고령사회: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UN, 2000)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21032/jhis.2017.42.3.250&domain=pdf


Perceived Social Class and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http://www.e-jhis.org | 251

Development, OECD) 회원국 중 1위이다[3]. 이와 함께 노인들의 역할 

상실과 고독, 빈곤, 소외감으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 및 자살 등도 보고

된 바 있으며[4], 이러한 사회심리적 요인들과 연관된 노인자살률 역시 

OECD 회원국 중 1위[5]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살은 사회적 

이슈가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데, 인구 4명 중 1명이 자살생각을 느낀 

적이 있을[6] 정도이다. 이 중에서도 노인의 자살문제에 대한 연구들에

서는 노인 자살 문제는 일반성인들의 자살과 차이가 있다고 밝히고 있

으며, 노인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이해와 함께 자

살을 시도하기 전에 일어나는 자살생각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

하고 있다[7].

노인의 자살생각에는 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 경제활동 여부가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자살생각

률이 높았으며[8], 학력이 낮을수록 자살생각위험도가 높았다[9]. 또한 

노인의 자살생각에 소득과 경제활동 유무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

한 연구에서는 소득이 적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자살생각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9]. 이러한 결과는 노인이 은퇴라는 사

건과 함께 경제활동에서 소외되게 되며 이는 경제적 불안정을 겪게 될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활동 여부와 경제적 불안정은 

그 동안 가지고 있던 주관적 계층인식에서의 변화를 느끼게 될 가능

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심리적 좌절과 스트레스의 원인

이 되고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10,11].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건강수준이 낮다는 명제는 다수의 건

강불평등 연구를 통해 입증되어 왔다[12-14]. 하지만 객관적인 지표가 

나타내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개인이 사회 위계 속에서 스스로 인식하

는 주관적인 위치가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자신의 계층에 대한 인식

은 사회계층구조와 주체의 행위와의 핵심적인 연결고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15]. 계층이라는 의미는 ‘경제체계 속에서 등급으로 나뉘

어서 주관적으로 두드러진 행위를 공유하는 사회적 집단’이다[16]. 대

체로 주관적 계층 인식에 대한 연구들은 사회경제학적 관점에서 주로 

연구되었다. 즉 소득, 교육, 직업을 계층인식 결정요인으로 보고, 이들

의 동태적 상호관계를 파악하려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17-19]. 주

관적 계층인식은 스스로의 위치를 사회 위계 속에서 인지하는 것으

로, 개인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14]는 점에서 

단순한 인식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주관적 계층인식은 

사회 구조 속에서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판단하고 스스로 속한다고 

느끼는 계급이 공유하는 태도,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건강행동과

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14]. 또한 주관적 계층인식과 관

련된 연구들은 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과의 관련성을 살피고 있는데 

성별, 교육수준, 직업, 소득이 주관적 건강상태와 유의하게 관련이 있

으며[15], 성별, 직업유무, 직업형태, 본인 학력, 주관적 건강상태 등이 

주관적 계층인식과 관련이 있는 것[20]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기

존의 연구들에서는 대체로 주관적 계층인식이 건강관련 요소와 밀접

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14]으로 드러나는데 그치고 있으며 노인을 대상

으로 한 주관적 계층인식 관련 연구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주관적 계층인식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 예방

을 위한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노인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일반적 목적은 우리나라 노인이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주관적 계층인식이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여 노인 자

살 예방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 주관적 

계층인식을 파악한다.

둘째, 연구대상자들의 자살생각 여부를 파악한다.

셋째,  연구대상자들의 주관적 계층인식과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의 주관적 계층인식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단면 연구이며 2차 자료 분석으로 설계되

었다. 분석에 사용된 원자료는 201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시행

한 한국의료패널 자료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인의 자살생각을 종속변수로 하고 

주관적 계층인식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이 때 노인들의 인구사회

학적 변수와 건강관련 변수들이 이 두 변수 간의 관계에 어떻게 영향

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통제 변수로 설정하였다. 건강관련 변수에

는 신체활동 수행능력과 일상생활 수행능력,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만성

질환 수, 그리고 정신건강으로서의 우울감을 포함하였다.

연구자료 및 대상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2012년 한국의료패널 자료이다. 본 연구

에서 밝히고자 한 주요대상인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자살 및 주

관적 계층인식 등의 문항이 모두 포함된 2012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

국의료패널조사에서의 표본추출은 표본조사구(집락)를 추출하고 표

본조사 내 표본가구를 확률비례 층화집락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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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1]. 본 연구에서 사용한 2012년 조사 자료는 389개 조사구, 약 6,000

가구를 대상으로 2012년 2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된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이다. 조사대상자 중 조사 시점인 

2012년 현재 만 65세 이상인 노인은 2,910명이었다. 이들 중 자살생각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지 않은 701명을 제외하고 2,209명을 최종 

분석에 포함하였다.

    

측정도구

종속변수: 자살생각 여부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자살생각 여부로 ‘최근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측정하였으며, 답변은 ‘있다’

와 ‘없다’로 구분하였다.

 

독립변수: 주관적 계층인식

독립변수인 주관적 계층인식은 1부터 10까지 10개의 단층으로 된 

사다리 모양의 MacArthur scale을 제시하면서 ‘사다리 그림이 한국 사

회를 나타낸다고 가정하고, 맨 위쪽에는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위치

하고 맨 아래쪽에는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위치한다. 이 사다리 중 본

인은 어디에 위치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10개 단층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여 측정하였다[22]. 10개의 단층의 맨 아래쪽은 

1, 맨 위쪽은 10으로 구성되어 10으로 갈수록 주관적 계층인식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제변수

인구사회학적 변수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선행연구에서 자살생각 여부와 유의한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령, 교육수준, 소득과 혼인상태를 포함하였

다. 연령은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의 4범주로 분류하였다. 

교육수준은 미취학, 무학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

상까지 5분류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가구 소득의 경우에는 없는 경우

와 1,000만 원 미만, 1,000-2,000만 원, 2,000-3,000만 원, 3,000만 원 이

상의 5개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혼인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별

거,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건강관련 변수

건강관련 변수는 일상생활 수행능력, 신체활동 수행능력, 연구대상

자가 보유한 만성질환 수를 포함하였다.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식사준

비, 빨래하기, 근거리 외출, 교통수단(버스나 전철) 이용, 물건사기, 금전

관리, 약 먹기, 전화하기의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항들은 

일반적으로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Instrumental-ADL)으로 불리

는 문항 중 일부에 해당하며 이는 신체적 일상생활능력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수준의 기능이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

으며 ‘혼자 할 수 있다’ 4점, ‘어렵지만 혼자 할 수 있다’ 3점, ‘도움이 필

요하다’ 2점, ‘전혀 할 수 없다’ 1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8개 항목의 점수

를 합하여 혼자 할 수 있는 수준(4점)인 경우에는 ‘상’, 어렵지만 혼자 

할 수 있는 수준(3점 이상-4점 미만)은 ‘중’, 도움이 필요하거나 전혀 할 

수 없는 경우(1점-3점 미만)는 ‘하’로 구분하였다

신체활동 수행능력은 옷 입기, 세수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침상

에서 일어나기, 화장실 사용, 대소변 조절, 집안일의 8문항으로 구성되

었으며 일반적으로 신체적 일상생활능력(Physical-ADL)에 해당되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체활동 수행능력도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같이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8개 항목의 점수를 합하여 혼자 할 

수 있는 수준(4점)인 경우에는 ‘상’, 어렵지만 혼자 할 수 있는 수준(3점 

이상-4점 미만)은 ‘중’, 도움이 필요하거나 전혀 할 수 없는 경우(1점-3

점 미만)는 ‘하’로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만성질환 수는 연구대상자가 보유한 만성질환 수로, 각 만성질환별

로 질환 유무를 파악한 것을 통합하여 질환이 있다고 응답한 개수로 

파악한 것이다.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자살과 관련이 높은 우울감은 최근 1년간 2주 

이상 연속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잇을 정도로 많이 슬펐거나 불행하

다고 느낀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하여 이에 대해 ‘예’, ‘아니오’로 응답하

도록 하였다.

분석방법

본 연구는 노인의 주관적 계층인식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으로 이를 위해 종속변수인 자살생각 변수의 특성

을 고려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앞서 본 연구 대상의 특성과 각 변수들의 분포

를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빈도와 백분율, 평

균값을 구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수인 자살생각과 독립변수 및 통제변

수들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변량분석을 실시하여 Chi-square 

검증을 하였다. 노인의 주관적 계층인식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관

계를 확인하기 위한 로지스틱회귀분석은 위계적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주관적 계층인식만을 투입하여 자살생각에 얼

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2단계에서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

적 특성을,  3단계에서는 건강관련 특성을 추가 투입하여 분석함으로

써 주관적 계층인식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어떻게 변화

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을 위한 통계패키지는 SPSS 22.0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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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응답하였다.연구 결과

연구 대상자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관련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비롯한 건강관련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전체 연구 대상자 2,209명 중 남자 964명(43.6%), 여자 1,245명

(56.4%)으로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더 많았다. 연령분포는 70세-74

세 노인이 33.3%로 가장 많았고 65-69세 32.1%, 75-79세가 22.5%, 80세 

이상이 12.1%의 순이었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이 45.0%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17.4%, 중학교 16.2%, 무학 13.5%, 대학교 이상 7.9%

의 순이었다. 현재의 혼인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69.8%, 별거·이

혼·사별·실종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30.2%이었다. 가구소득이 없

는 경우가 34.9%로 1/3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소득이 있으나 1,0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22.0%, 1,000-2,000만 원 미만이 17.1%로 분포되어 있었

다. 연평균소득은 1,370만 원이었다.

옷 입기·세수하기·목욕하기와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신체활동이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는지 측정한 신체활동 수행능력은 평균 3.92점

이고, ‘상’에 해당되는 비율이 81.2%로 혼자서 신체활동을 수행하는 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사하기·빨래하기 등의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를 8개 항목으로 파악한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평균 3.81점이며, ‘상’에 해당되는 경우가 69.0%로 연구대상 노인의 일

상생활 수행능력은 비교적 좋았으나 ‘중’ 25.5%, ‘하’ 5.5%로 신체활동 

수행능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만성질환 보유수는 각 만성질환별로 질환 유무를 파악한 후 질환

이 있다고 응답한 수를 합한 것으로 평균 1.89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하

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만성질환이 1개 이하인 경우가 59.3%, 2-3

개인 경우가 16.4%, 4-5개 12.7%이었으며, 6개 이상인 경우도 110.6%이

었다. 정신건강의 지표로 측정한 우울감에 대해서는 지난 2주간 우울

감을 느꼈다고 응답한 노인은 9.1%이었다.

주관적 계층인식과 자살생각 여부

본 연구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인 주관적 계층인식과 자살생각 여

부를 확인한 결과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았다. 연구대상 노인의 주

관적 계층인식을 10단계로 나누었을 때 가장 낮은 단계인 1에 해당된

다고 생각하는 노인이 8.0%이며 가장 높은 단계인 10에 해당된다고 생

각하는 노인은 1명이 있었다. 대부분의 연구대상자인 68.2%가 3-5단계

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관적 계층인식 평균은 

3.62점이었다.

자살을 생각해 보았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8%가 생각해 본 적

이 있다고 하였으며, 대부분인 91.2%는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2,209) 

Variables Category n %

Gender Male 964 43.6
Female 1,245 56.4

Age (y) 65-69 709 32.1
70-74 736 33.3
75-79 496 22.5
≥80 268 12.1

Educational status No education 299 13.5
Primary school 994 45.0
Middle school 357 16.2
High school 385 17.4
Over than college 174 7.9

Living with spouse partner Yes 1,542 69.8
No 667 30.2

Yearly Household income  
   (1,000 won)

No income 770 34.9
<10,000 486 22.0
10,000-20,000 377 17.1
20,000-30,000 206 9.3
≥30,000 370 16.7
Mean±SD 13,700.13±1885.07

Ability to perform  
    physical activities1)

Higher 1,727 81.2
Middle 359 16.9
Lower 40 1.9
Mean±SD 3.92±0.27

Activities to make a  
   daily living1)

Higher 1,466 69.0
Middle 544 25.5
Lower 116 5.5
Mean±SD 3.81±0.41

No. of chronic diseases  
   with them

≤1 1.31 59.3
2-3 362 16.4
4-5 280 12.7
≥6 257 11.6
Mean±SD 1.89±2.59

Having any of depressive  
   symptoms1)

Yes 190 9.1
No 1,887 90.9

Perceived social class on  
   a scale

1 176 8.0
2 333 15.1
3 585 26.5
4 464 21.0
5 458 20.7
6 466 6.0
7 35 1.6
8 22 1.0
9-10 3 0.1
Mean±SD 3.62±1.49

Experience of suicidal  
   ideation

Yes 194 8.8
No 2,015 91.2

SD, standard deviation.
1)Missing cases ex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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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여부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다른 자살생각 여부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

와 같았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 건강관련 특성 중 만성질환 수, 

일상생활 수행능력, 신체활동 수행능력이 자살생각과 p< 0.05 수준에

서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2. Percent distribution of experience of suicidal idea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209)    

Variables Category
Ever

 thought 
suicide

Never 
thought 
suicide

χ2/t

Gender Male 10.0 90.0 χ2 =4.93*
Female 7.3 92.7

Age (y) 65-69 9.2 90.8 χ2 =2.05
70-74 8.3 91.7
75-79 9.9 90.1
≥80 7.1 92.9

Educational 
   status

No education 10.7 89.3 χ2 =5.19
Primary school 9.7 90.3
Middle school 7.3 92.7
High school 7.3 92.7
Over than  
   college 

6.9 93.1

Living with  
    spouse/ 

partner

Yes 8.1 91.9 χ2 =2.91
No 10.3 89.7

Yearly house 
    hold income 

(1,000 won)

None 9.4 90.6 χ2 =3.80
<10,000 9.9 90.1
10,000-20,000 6.9 93.1
20,000-30,000 6.8 93.2
≥30,000 9.2 90.8

Ability to  
    perform  

physical  
activities1)

High 6.9 93.1 χ2 =35.68***
Middle 16.2 83.8
Low 17.5 82.5
Mean±SD 3.83±0.39 3.92±0.25 t=-4.56***

Activities to  
    make a daily 

living1)

High 6.8 93.2 χ2 =22.25***
Middle 12.3 87.7
Low 15.5 84.5
Mean±SD 3.67±0.52 3.82±0.40 t=-4.80***

No. of chronic  
    diseases with 

them

≤1 7.3 92.7 χ2 =11.72**
2-3 9.4 90.6
4-5 11.4 88.6
≥6 12.8 87.2
Mean±SD 2.57±3.03 1.83±2.54 t=3.82***

Having any of  
    depressive 

symptoms1)

Yes 10 90.0 χ2 =0.43
No 8.6 91.4

Perceived 
social class

Higher (6-10) 4.7 95.3 χ2 =29.40***
Middle (4-5) 5.7 94.3
Lower (1-3) 12.1 87.9
Mean±SD 3.03±1.37 3.67±1.49 t=-5.81***

SD, standard deviation.
1)Missing cases excluded.
*p<0.05, **p<0.01, ***p<0.001.

성별로는 남자노인(10.0%)이 여자노인(7.3%)에 비해 자살을 생각한 

비율이 더 높았으며(p< 0.05) 신체활동 수행능력이나 일상생활 수행능

력이 떨어질수록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신

체활동 수행능력과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하’인 경우 자살생각 비율이 

6.9%, 6.8%로 차이가 없었으나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중’과 ‘하’인 경우

의 자살생각률이 각각 12.3%, 15.5%인 반면 신체활동 수행능력이 ‘중’

인 경우는 16.2%, ‘하’인 경우 17.5%로 신체활동 수행능력이 낮은 경우

의 자살생각 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만성질환 수가 많을

수록 자살 생각 비율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로 노인의 자살은 인구

사회학적 특성보다는 건강관련 요인들이 보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

음을 보여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p> 0.05)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자

살생각 비율이 더 높은 양상을 보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보다는 없

는 경우에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연령이나 

소득에 따라서는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지만 대체로 연령이 높

을수록 자살 생각 비율이 낮고,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이거나 3,000만 

원 이상으로 높은 경우 자살생각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우울감과 관련하여서는 우울감을 경험한 경우 자살생각을 한 비율

(10.0%)이 그렇게 않은 경우(8.6%)보다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지는 않았다(p> 0.05).

주관적 계층인식과 자살생각과의 관련성 분석

주관적 계층인식에 따른 자살생각 여부를 분석한 결과 Table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p< 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주관

적 계층인식 점수가 6이상으로 높은 경우 자살을 생각한 비율이 4.7%

이었으나 중간단계(4-5)인 경우에는 5.7%, 주관적 계층점수가 3 이하인 

경우에는 12.1%로 주관적 계층인식이 낮을수록 자살생각을 하는 노

인이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주관적 계층인식 점수의 평균값에 

대한 t 검증결과에서도 자살생각을 한 경험이 있는 노인의 주관적 계

층인식 점수가 3.30으로 더 낮아서 주관적 계층인식과 자살 생각 여부 

간에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자살생각에 주관적 계층인식

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았다. 본 연구의 목적인 주관

적 계층인식이 자살생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먼저 확인한 후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관련 특성에 대한 변수들을 통

제하고도 주관적 계층인식이 자살생각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변수를 투입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Model 1에서는 주관적 계층인식만을 투입하여 분석하고, 다음단계에

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가구소득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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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적으로 투입하여 분석하고 마지막 Model 3에서는 건강관련 변수인 

신체활동 수행능력과 일상생활 수행능력, 만성질환 수, 우울감을 투입

하였다. 

Model 1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자신의 계층이 ‘상’이라고 인

식하고 있는 노인을 기준으로 할 때 ‘하’라고 인식하는 노인이 자살을 

생각할 가능성이 2.2배 높았다(95% CI: 1.38-5.78). 자신의 계층을 중간

정도라고 인식하는 경우에는 자살생각이 1.31배 정도 높았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계층인식이 중간정도인 경우는 상위계층

과 자살을 생각하는 정도에서 차이가 별로 없지만 계층이 낮다고 인

식하는 경우 자살생각에 대한 생각이 유의하게 늘어나는 것을 보여주

는 결과이다. 

인구학적 특성을 추가한 Model 2에서는 자신의 계층을 ‘하’라고 인

식하는 노인들의 자살 생각에 대한 오즈비(odds ratio)가 2.77에서 2.72

로 약간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95% CI: 1.28-5.80). 그러나 인

구사회학적 특성들 중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찾

아볼 수 없었다. 

건강관련 변수를 추가 투입한 Model 3에서 주관적 계층인식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Model 2에서보다 더 줄어들어서 주관적 계층인

Table 3.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predicting to have a suicidal ideation    

Variables Category
Model 1 Model 1 Mode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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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ceived social class High 1 1 1
Middle 1.31 (0.61-2.81) 1.32 (0.61-2.87) 1.16 (0.53-2.53)
Low 2.77**(1.38-5.78) 2.72**(1.28-5.80) 2.20*(1.02-4.72)

Gender Male 1 1
Female 1.21 (0.82-1.78) 1.18 (0.80-1.75)

Age (y) 65-69 1.50 (0.83-1.78) 2.01*(1.13-3.89)
70-74 1.34 (0.76-2.39) 1.71 (0.95-3.01)
75-79 1.51 (0.84-2.69) 1.75* (0.97-3.16)
≥80 1 1

Educational status No education 1 1
Primary school 1.00 (0.62-1.60) 1.05 (0.64-1.70)
Middle school 0.80 (0.43-1.49) 0.83 (0.44-1.57)
High school 0.91 (0.49-1.72) 0.95 (0.49-1.83)
Over than college 0.43 (0.43-2.16) 0.99 (0.43-2.28)

Living with spouse/partner Yes 1 1
No 1.05 (0.72-1.54) 1.02 (0.69-1.50)

Yearly household income (1,000 won) None 1 1
<10,000 0.92 (0.61-1.40) 1.02 (0.66-1.57)
10,000-20,000 0.73 (0.43-1.23) 0.71 (0.42-1.21)
20,000-30,000 0.97 (0.52-1.81) 1.04 (0.55-1.96)
≥30,000 1.07 (0.66-1.73) 1.10 (0.68-1.79)

Ability to perform physical activities High 1
Middle 2.20**(1.34-3.68)
Low 2.49 (0.79-7.84)

Activities to make a daily living High 1
Middle 1.34 (0.84-2.15)
Low 1.28 (0.55-2.96)

No. of chronic disease with them ≤1 1
2-3 1.48 (0.04-2.33)
4-5 1.71*(1.08-2.72)
≥6 1.87**(1.89-2.95)

Having any of depressive symptoms Yes 1
No 0.88 (0.52-1.49)

SD, standard deviation;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Use only complete data except missing cases.     
*p <0.05, **p <0.01, ***p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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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하’인 경우 오즈비가 2.20 (95% CI: 1.02-4.72)이었으며,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중’인 경우에는 1.16 (95% CI: 0.53-2.53)으로 기

준인 ‘상’과 거의 차이가 없어졌다. 이는 건강관련 변수 중 신체활동 수

행능력과 만성질환 개수가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면서 나타

난 결과로 보여진다. 신체활동 수행능력이 ‘상’인 노인에 비해 ‘중’인 경

우 자살생각이 2.2배 높았으며(95% CI: 1.34-3.68),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는 않지만 ‘하’인 노인의 자살생각은 2.49배 높았다(95% CI: 0.79-

7.84). 또한 현재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이 1개인 노인을 기준으로 볼 때 

만성질환이 4-5개인 경우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1.71배 높았으며

(95% CI: 1.08-2.72), 6개 이상인 경우에는 7.87배 높았다(95% CI: 1.89-

2.95). 결국 주관적 계층인식 외의 건강상태가 노인의 자살생각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는 주관적 계층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의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고   찰

본 연구는 2012년 한국의료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노인의 주관적 계층 인식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주관적 계층 인식은 10단계로 이루어진 사다리 

모양의 MacArthur scale로 측정하였다. MacArthur scale은 이해하기 

쉬운 시각적 표현으로 자신의 사회경제적 상태(Social Economic Status, 

SES)를 선택하는 방식의 지표이다. 10점으로 표시되는 가장 위층의 단

계는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력, 학력, 유망한 직업을 가진 계층을 의미

하며, 1점으로 표시되는 맨 아래층은 그 반대의 경우로 가장 낮은 수

준의 계층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사대상자는 자신의 위치를 사다리의 

단층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주관적 계층 인식을 표현할 수 있다

[22]. 주관적 계층 인식은 사회구조 속에서 스스로의 위치를 인지하는 

것으로, 개인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14]는 점

에서 단순한 자신의 계층에 대한 인식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주관적 계층인식은 평균 3.62점으로 낮은 편

이다. 이는 연구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이고, 이들의 교육수준이나 소

득이 낮은 편이라는 점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가구 소득이 없

다고 응답한 비율이 34.9%나 된다는 점이 이렇게 주관적 계층인식 점

수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예측된다.

연구대상 노인들의 8.8%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응

답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는 성만 유의한 관계를 보였으며, 

건강관련 특성인 신체활동 수행능력, 일상생활 수행능력, 만성질환 수

는 자살생각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이는 노인의 경우 건강이 자살

과 같은 정신질환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

다. 연령과 자살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75세 이상 노인이 74세 이하인 

노인에 비해 자살생각이 낮은 것으로 밝혀진 바 있어[5] 본 연구결과에

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것과 유사

한 결과이다. 19세 이상 성인 중 자살을 생각해본 사람의 분포에서 60

세 이상 연령층이 29.0%를 차지한다는 보고[23]를 보아도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여자

노인이 남자노인보다 자살을 생각한 비율이 더 높다는 결과는 다른 선

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6,9,24]. 이는 노인만이 아니라 성인 전

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23]. 혼인상태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혼한 경우 가족의 불안정성 증대 및 

결속력 약화와 해체로 이어져 자살과의 관계에서 정적인 관계를 가지

는 것[6]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별거, 이혼, 사별, 실종 

등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배우자가 있는 노인에 비해 자살생각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련 특성 중 신체활동 수행능력이 좋을수록 자살생각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규칙적인 운동이 자살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다는 선행연구[25]와 일맥상통하는 것이어서 규칙적인 신

체활동을 권장하는 것이 자살예방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낮을수록 자살생각을 할 가

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결과[5]와 일치된 결과를 보

여주었다. 현대사회에서 만성질환은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데, 노인의 자살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현재 가

지고 있는 만성질환의 수가 많을수록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더 높

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존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는데[6], 이는 만성질환을 관리하지 못하면 삶에 대

한 만족도가 떨어지면서 자살을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

로 예측된다. 

본 연구에서 주관적 계층인식은 자살생각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

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주관적 계층 인식이 낮을수록 자살을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다. 특히 주관적 계층인식이 높은 집단

의 자살생각 비율이 4.7% (p< 0.05), 중간인 집단이 5.7%인데 비해 주관

적 계층인식이 낮은 집단에서의 자살생각 비율은 12.1%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 인식은 스트레스를 유

발하고, 이 스트레스는 자살을 야기하는 중요한 정신건강 문제 중 하

나[11]라고 보았을 때, 결국 계층인식이 자살과 관련성이 있음을 유추

해 볼 수 있다. 특히 노인의 주관적 계층인식의 평균이 3.62점으로 낮

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노인 자살에 주관적 계층인식이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주관적 계층인식이 스트레

스와 주관적 건강인식의 이중매개경로를 거쳐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

치나 주관적 계층인식이 자살충동에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

다는 Nam et al. [11]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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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효과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문제인 자살은 전 연령층을 관통하고 있는 

문제이지만 특히 노인의 자살문제는 고령화 사회로 변화하는 상황에

서 매우 중요한 보건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자살생각이 바로 자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그만큼 자

살을 시도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이며 자살의 원인에 대한 적극적 규명과 함께 예방책이 필요할 것

이다[6].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주관적 계층인식이 ‘하’라고 응답한 노인들

이 ‘상’이라고 응답한 노인에 비해 자살을 생각할 가능성이 2.77배 더 

높았다(95% CI: 1.38-5.78). 이는 교차분석결과 ‘하’인 경우 자살을 생각

한 비율이 12.1%로 ‘상’의 4.7%에 비해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것과 일관

된 결과이다. 그러나 자신의 계층을 중간정도라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

에는 ‘상’인 경우와 차이가 별로 없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가구소득이 

중간인 경우(1,000-3,000만 원)에 소득이 없거나 이보다 높은 경우에 

비해 자살을 생각한 비율이 낮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계층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결국은 소득수준과 연계될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노인의 주관적 계층인식과 자살의 관련성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영향을 정도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 크기가 커지 

않았으나 건강관련 변수들을 추가하여 보정하였을 때에는 자살에 미

치는 영향의 정도가 조금 더 줄어들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사회학적 

특성보다는 건강관련 특성이 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에 따라 주관적 계층인식의 영향 정도가 약간 줄어드는 양상을 보

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대로 신체활

동 수행능력이나 일상생활 수행능력, 현재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의 수 

등의 건강과 관련된 변수들이 노인의 자살과 관련이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결과이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들 중 연령만 노인들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

고 있었으며, 건강관련 특성 중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우울감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변량분석에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자살생각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던 것을 고려해 보면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기 보다는 다른 변수들

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노인의 경우 자녀 등 가족과의 동거여부가 자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본 연구대상의 대다수가 다른 가족과 동거하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어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도시와 농어촌 

간의 자살생각 비교 결과 농어촌에 비해 도시가 자살생각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진 바 있으나[6] 본 연구의 자료가 가지는 한계로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 1개년도의 자료만으로 분석함

으로써 노인의 주관적 계층인식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인과적 관계를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의료패널자료가 종단자료이

라는 점을 고려하여 추후 종단분석을 통해 인관관계를 밝히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노인의 자살문제를 주관적 계층인식이라는 요인으로 규

명해 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노인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개인적, 심리적 요인과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요인뿐

만 아니라 주관적 계층인식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

여 주관적 계층인식에 대한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결   론

본 연구는 노인의 주관적 계층인식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요인

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1년 한국의료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만 65세 이

상 2,209명을 대상으로 2차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주관적 

계층인식이 낮을수록 자살생각을 경험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관련 특성들을 통제하여도 

여전히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만성질환 수가 

많을수록,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떨어질수록, 주관적 계층인식이 낮을

수록 자살생각을 경험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2012년 한국의료패

널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의 계층인식과 노인의 자살충동의 관계를 스

트레스와 주관적 건강인식이라는 매개변수를 고려한 연구[11]처럼 노

인의 자살에는 보다 복잡한 매개경로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

한 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추가 연구가 요구되며, 종단적 분석을 통

해 주관적 계층인식과 자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도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노인의 주관적 계층인식과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을 파악한 본 연구

는 노인의 자살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계층인식이라는 

사회구조적 맥락에서 살펴보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

라서 노인의 자살생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는 노인의 개인적, 심리적 요인 외에도 계층의식과 같은 사

회적 맥락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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