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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국의 자살자 수는 2016년 13,092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25.6명이 

자살행위로 사망하는 자살률을 나타냈다[1]. 이는 평균적으로 40분마

다 1명이 그리고 하루에 35.8명이 자살하는 수치이다. 이 같은 한국의 

자살률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Organisation for Eco-

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자살

률인 12.1명보다 2.4배나 많을 뿐만 아니라 전체 회원국들 가운데에서

도 2위인 헝가리의 19.4명, 3위인 일본의 17.6명보다 큰 격차가 나는 1위

를 기록하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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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은 당사자인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종식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

의 가족과 친지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와 어려움을 남기며 나아가 

사회경제적으로도 인력의 손실을 포함한 다양한 비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한 사람의 자살은 평균적으로 최소한 6명의 주변 가족이나 친지

에게 갑작스런 사별에 따른 심리적 충격과 마음의 깊은 상처를 남기며 

또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2,3]. 사회

경제적 손실로는 자살한 사람의 미래소득 감소분만 2012년 기준으로 

연간 6조 5천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4].

이처럼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최근에 자살과 

관련된 연구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자살은 사후대책이 불가능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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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대부분의 연구는 자살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주로 

자살 가능성이 높은 노년층과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5-7]. 한국의 경우, 자살이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이고 또

한 노인의 자살률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에서 

이러한 연구대상의 선택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자살률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전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나

며 또한 실제 자살자 규모는 40-50대에서 가장 많다[4]. 이러한 사실은 

자살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특정 연령층보다는 전 연

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그

뿐만 아니라 자살생각이나 자살의도에 관련된 변수가 연령층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하는 일부 연구의 결과는 연령층에 따른 비교연구를 

위해서도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중요함을 시사해 준다

[5,8].

자살이 개인의 의사결정에 의해 시도되는 만큼 자살에 관련된 연

구에서는 주로 자살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살생각이

나 자살의향을 다루고 있다[7-9]. 하지만 자살행동을 보다 조기에 파

악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살생각이나 자살의향보다는 더 선행적

이고 근본적인 요인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어떤 의향

이나 행동은 특정한 태도에 맞추어 생성되는 경향이 있다[10]. 태도는 

내면의 저변에 자리잡은 평가적 반응이나 지향으로 느낌과 믿음 그리

고 행동의 선택으로 나타난다[11]. 이 같은 측면에서 자살시도나 자살

에 이르는 일련의 내면적 과정에서 자살행동이나 자살생각 또한 보다 

선행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살에 대한 태도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살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는 자살

생각이나 자살행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도 

자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자살생각을 더 자주 하거나 실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

살을 해결책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들을 제시함으로써 자

살태도가 자살생각 및 자살행동에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12-14]. 따라서 자살에 대한 보다 근원적이고 포괄적인 요인을 파

악하고 아울러 자살에 대한 조기예방 대책을 효과적으로 마련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살에 대한 태도를 연구할 필요

가 있다.

자살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사회적 요인이 주로 제시되

어오고 있다. 사회 속의 개인은 그 사회의 구조, 문화, 제도하에서 사회

화를 겪으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개인의 태도와 의사결정은 사회적 요

인에 의해 영향받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개인과 사회와의 관련성에 

근거해서 많은 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살에 대한 사회적 요인의 

영향에 대해 연구해 왔다. 대표적으로 Durkheim [15]은 사회통합과 사

회규제의 정도가 개인의 자살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면서 사회통합

과 사회규제의 정도가 상이한 집단들 간에 있어서 자살률이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비록 Durkheim [15]이 사회통합과 사회규제의 정

도에 대해 사회와 집단의 차원에서 논의했지만 최근에는 개인적인 차

원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면서 사회통합과 규제에 대한 사람들의 생

각과 가치관이 어떻게 다르며 또 이러한 차이가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

에 어떤 결과를 낳는가에 대해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있다[16].

가치관은 일반적이고 지속적인 믿음체계로서 사람들이 특정한 행

동과 태도를 취하도록 이끄는 기준이다[17]. 이 같은 맥락에서 자살이

나 자살에 대한 태도도 하나의 개인행동이나 개인의 태도로서 관련된 

가치관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살행동과 자살에 대한 

태도의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사회통합과 규제에 대해 집단적

인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살에 대한 가치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회통합과 사회규제에 대

한 개인적인 가치관이 자살에 대한 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

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18].

자살과 사회적 요인과의 관련성을 다루는 기존의 연구들은 성별, 

연령, 혼인상태, 종교, 학력, 경제적 수준, 건강상태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수들도 자살행동이나 자살생각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성별로 남성보다 여성이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며[19], 연령별로는 젊

은층이 노년층에 비해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8]. 혼인상

태에 있어 미혼자가 기혼자에 비해 자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더 

가지며[20], 종교가 없는 사람이 종교를 가진 사람보다 자살에 대해 보

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측면이 있다[21]. 경제적으로는 낮은 계층

인 사람일수록 그리고 학력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살생각을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9]. 건강상태는 좋지 않을수록 자살생각의 정도가 높다

[22]. 이같이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이 자살생각에 연관되어 있

다는 사실은 개인의 가치관과 자살태도와의 관련성을 정확히 파악하

기 위해 이들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연구에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고려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이상의 논의에 근거하여 사회통합과 사회규제에 대한 개

인의 가치관 및 사회인구학적 변수들과 자살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가 지니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인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자살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를 알아

본다.

2)  개인의 가치관 및 사회인구학적 변수별로 자살에 대한 태도의 정

도를 파악한다.

3)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을 고려한 조건하에서 개인의 가치관이 자

살에 대한 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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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연구자료

본 연구는 2013년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에서 수집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KGSS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

리서치센터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2003년부터 매년 전국의 모

든 가구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다단계지역확률표

본추출(multi-stage area probability sampling)에 의해 추출한 표본을 

대상으로 사회과학의 주요 주제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조사이다. 

추출된 표본에 대해서는 조사원이 대면면접(face to face interview)방식

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KGSS는 확률표본

추출과 높은 응답률을 지닌 대표성이 있는 자료를 생산한다. 2013년의 

경우, KGSS의 응답자 수와 응답률은 각각 1,294명, 52%이다. 

측정도구

2013년 KGSS의 조사내용에는 본 연구에 관련된 자살에 대한 태도

와 이와 관련된 개인적 가치관 및 주요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이 포함되

어 있다. 자살에 대한 태도는 4개의 경우(불치병을 앓음, 파산함, 가족

의 명예를 더럽힘, 사는 것이 피곤하고 죽고 싶음)에 자살할 권리가 있

는지에 대한 동의여부로 측정하였다. 분석에서 전체적인 자살태도는 

합성측정치로서 각 문항에 대한 동의 수를 합한 지수를 사용하였다. 

자살태도 지수의 범위는 0-4이며, 지수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에 대

한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사회통합과 사회규제는 개인과 집단 간의 관계성을 의미하는데 이

러한 관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개인적 가치관에는 개인주의(indi-

vidualism), 위계주의(hierarchy), 운명주의(fatalism), 평등주의(egalitari-

anism)가 있다[23,24]. 개인주의는 집단에 대한 통합과 규제에 대해 부

정적인 반면 위계주의는 집단에 대한 통합과 규제에 대해 긍정적인 가

치관이다. 운명주의는 집단에 대한 통합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규

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며, 평등주의는 집단에 대한 통합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규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가치관이다. KGSS는 이러한 

4개의 가치관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Wildavsky and Dake [24]가 개발

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값(Cronbach’s 

α)은 0.65로 일반적인 수용기준인 0.6 이상의 수치를 나타냈다[25]. 각 

항목은 ‘① 매우 동의’에서 ‘⑤ 매우 반대’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이들 척도는 분석에서 역부호화하였기 때문에 점수가 높을수록 각 개

인적 가치관이 강한 성향이 있다(Table 1).

사회인구학적 변수로 성별, 연령, 종교, 혼인상태, 학력, 소득, 생활수

준, 건강상태를 포함하였다. 성별은 남녀로 구분하였고, 연령은 실제 

만 나이로 물어보았다. 종교는 무교, 불교, 개신교, 천주교로 나누었으

며, 혼인상태는 미혼, 기혼/동거, 사별, 이혼/별거의 4개 범주로 구분하

였다. 학력은 무학에서 대학원으로 나누어 물어본 다음 표시된 학력

은 나중에 실제 교육년수로 재부호화하여 분석하였으며, 소득은 월평

균가구소득으로 측정하였다. 생활수준은 ‘① 아주 못 산다’에서 ‘⑤ 

아주 잘 산다’의 5점 척도로 나누어 응답자의 주관적인 수준을 알아보

았다. 건강상태는 ‘① 매우 좋다’에서 ‘⑤ 매우 나쁘다’의 5점 척도로 측

정하였으며 이들 척도는 나중에 역부호화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분석

연구대상자의 기술적인 특성과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비율을 살펴보았다. 다음

으로 본 연구의 사회인구학적 변수들 및 개인적 가치관이 자살태도에 

대해 개별적으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적 분

석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개인적 

가치관이 자살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한 통계프로그램은 SPSS 

24.0 (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기술적 특성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기술적 특성은 Ta-

Table 1. Measurement items for personal values

Personal values Items

Individualism 1. Making money is the main reason for hard work.
2. If a person has the get-up-and-go to acquire wealth, 

that person should have the right to enjoy it.
3. It is just as well that life tends to sort out those who 

try harder from those who don’t.
Hierarchy 1. I am more strict than most people about what is right 

and wrong.
2. I think there should be more discipline in the youth of 

today.
3. One of the problems with people is that they challenge 

authority too often.
Fatalism 1. The future is too uncertain for a person to make serious 

plans.
2. I feel that life is like a lottery.
3. Even if you work hard, you never know if that will help 

you do better.
Egalitarianism 1. Those who get ahead should be taxed more to support 

the less fortunate.
2. The world could be a more peaceful place if its wealth 

were divided more equally among nations.
3. What this country needs is a “fairness revolution” to 

make the distribution of goods more eq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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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는 자신의 건강상태는 5점 척도에 3.57로 중간보다는 약간 좋은 

편이었다. 개인적 가치관을 5점 척도로 측정했을 경우, 개인주의가 

4.0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위계주의 3.84, 평등주의 3.68, 운명주

의 2.95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자살에 대한 태도

로서 자살할 권리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불치병을 앓고 

있을 경우가 42.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파산했을 경우 14.3%, 가족

의 명예를 더럽혔을 경우 10.3%, 사는 것이 피곤해서 죽고 싶을 경우 

9.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4가지 경우에 대해 자살할 권리가 있다

는 의견에 동의하는 경우를 모두 합한 수인 자살지수의 평균은 4점 만

점에 0.77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자살태도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자살태도가 명목변수별로 어떻게 차이나는

가를 알아보기 위해 성별에 대해서는 t-검정을, 종교와 혼인상태에 대

해서는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변수는 종교(p< 0.001)와 혼인상태(p< 0.01)이며 

ble 2에 제시하였다. 성별은 남성 50.3%, 여성 49.7%로 비슷하게 이루어

져 있으며, 평균 연령은 44.3세이다. 종교는 무교가 46.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불교 23.0%, 개신교 21.3%, 천주교 9.2%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혼인상태는 기혼/동거 61.5% 미혼 26.6%, 사별 6.6%, 이혼/별거 

5.3%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력은 대졸이 36.2%로 가장 많고 다음

으로 고졸 28.1%, 전문대졸 14.6%, 초졸 9.0%, 중졸 6.2%, 대학원졸 5.9%

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학력을 교육년수로 환산했을 경우 평균 교

육년수는 13.63년으로 고졸의 교육년수인 12년보다 1.63년이 많은 편이

다. 가구 월평균소득은 430만 4천 원이며, 연구대상자들이 느끼는 생

활수준은 5점 척도에 2.79로 중간 정도를 나타냈다. 연구대상자들이 

Table 2.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1,294)

Variables
Mean or %  

Characteristics1

Gender (%) Male 50.3
Female 49.7

Age (y) 44.25 (16.61)2

Religion (%) No religion 46.6
Buddhism 23.0
Protestantism 21.3
Catholicism 9.2

Marital status (%) Never married 26.6
Married/Cohabiting 61.5
Widowed 6.6
Divorced/Separated 5.3

Educational level (%) Elementary school 9.0
Middle school 6.2
High school 28.1
Junior college 14.6
College 36.2
Graduate school 5.9
Mean schooling years 13.63 (2.68)

Monthly income (1,000 won) 4,304.01 (3,304.49)
Living standard 2.79 (0.77)
Health condition 3.57 (1.08)
Personal values Individualism 4.02 (0.67)

Hierarchy 3.84 (0.66)
Fatalism 2.95 (0.81)
Egalitarianism 3.68 (0.85)

Attitudes towards suicide 
(% of agreement in the 
case of)

Incurable disease 42.8
Bankruptcy 14.3
Dishonoring the family 10.3
Being tired of living 9.4
Mean index score 0.77 (1.08)

1The numbers for gender, religion, marital status, educational level and at-
titudes towards suicide are proportions and the numbers for age, monthly 
income, living standard, health condition and personal values are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2Numbers in parenthesis are standard deviations.

Table 3. Attitudes towards suicide by nominal variables

Variables Mean±SD t/F

Gender Male 0.79±1.09 t=0.79
Female 0.74±1.08

Religion No religion 0.88±1.14 F=6.05***
Buddhism 0.72±1.12
Protestantism 0.57±0.94
Catholicism 0.58±0.94

Marital status Never married 0.75±1.12 F=4.16**
Married/Cohabiting 0.73±1.04
Widowed 0.83±1.08
Divorced/Separated 1.22±1.33

SD, standard deviation.
**p<0.01, ***p<0.001.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attitudes towards suicide and interval vari-
ables

Variables Attitudes towards suicide

Age 0.09**
Educational level -0.13***
Monthly income -0.03
Living standard -0.08**
Health condition -0.10***
Personal values
   Individualism 0.09**
   Hierarchy -0.03
   Fatalism 0.10**
   Egalitarianism 0.04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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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은 변수는 성별이다. 종교별로 무교(0.88)와 불교(0.72)가 개신

교(0.57)와 천주교(0.58)에 비해 비교적 긍정적인 자살태도를 보였다. 혼

인상태에 있어서는 이혼/별거(1.22)가 나머지 미혼(0.75), 기혼/동거(0.73), 

사별(0.83)보다 자살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자살태도와 

등간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변수는 연령(p< 0.01), 학력(p< 0.001), 생활

수준(p< 0.01), 건강상태(p< 0.001), 개인주의(p< 0.01), 운명주의(p< 0.01)

이다. 자살에 대한 태도는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생활수

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개인적 가치관에 있어 개인주의와 운명주의 성

향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태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본 연구의 독립변수들이 자살에 대한 태도에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개인적 

가치관 변수를 단계적으로 포함시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변수들만 고려

한 모형 1에서 자살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는 연령(p <  

0.05), 종교에 있어 개신교(p< 0.01)와 천주교(p< 0.01), 혼인상태에 있어 

기혼/동거(p< 0.01)와 사별(p< 0.05), 학력(p< 0.05), 건강상태(p< 0.05)로 

나타났다. 연령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성향이 있었다. 종교에 있어 개신교와 천주교 신자들은 종교가 없는 

사람에 비해 자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혼인상태별로

는 기혼/동거와 사별인 사람이 미혼인 사람보다 자살에 대해 더 부정

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학력은 높을수록 그리고 건강상태는 좋을수록 

자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경향이 있었다. 앞의 이변량분석과 

비교할 때 통계적 유의도가 사라진 생활수준을 제외하고 나머지 변수

들의 자살태도에 대한 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사회인구학적 변수

들만 포함된 모형 1이 자살태도의 변이를 설명하는 양은 5%이다.

개인적 가치관만 포함된 모형 2에서 자살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가치관은 개인주의(p < 0.01), 위계주의(p < 0.05), 운명주의(p <  

0.01)로 나타났다. 이들 개인적 가치관 가운데 위계주의는 통계적 유의

성이 없었던 앞의 단순상관계분석 결과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자살에 

대한 태도는 개인주의와 운명주의의 성향이 높을수록 그리고 위계주

의 성향은 낮을수록 긍정적인 경향을 나타냈다. 자살태도에 대한 모

형 2의 설명력은 2%이다.

모형 3은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개인적 가치관의 변수가 모두 포함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살태도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

수는 연령(p< 0.01), 종교의 개신교(p< 0.01)와 천주교(p< 0.01), 혼인상

태의 기혼/동거(p< 0.01)와 사별(p< 0.05), 건강상태(p< 0.05), 개인적 가

치관의 개인주의(p< 0.01), 위계주의(p< 0.01), 운명주의(p< 0.01)로 나타

났다. 모형 1과 모형 2를 비교했을 때 이들 변수 가운데 연령, 기혼/동

거, 위계주의는 통계적 유의도가 약간 증가한 반면 나머지 변수들의 

통계적 유의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에 비해 모형 1에서 유의미했

던 학력의 효과는 모형 3에서 감소했다. 자살태도에 대한 영향의 방향

은 대부분의 변수들이 모형 1과 모형 2에서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변수들이 모형 1과 모형 2에서 보여주

었던 자살태도에 대한 효과와 방향성을 모형 3에서 큰 변화없이 유지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수들과 개인적 가치관은 자살

태도에 대한 관계에 있어 서로 간의 통제에 크게 영향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모형 3이 자살태도의 변이에 대해 설명하는 양은 7%로 나

타났다.

고  찰

본 연구는 자살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 또 이러한 태도에 어떤 변

수들이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

구는 2013년 KGSS의 자료를 활용하여 일반인이 자살에 대해 어떤 태

도를 갖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태도에 개인의 가치관 및 주요 사회인구

Table 5. Multiple regression on attitudes towards suicide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β t β t β t

Gender 0.02 0.75 0.02 0.67
Age 0.11 2.29*  0.13 2.75**
Religion
   Buddhism -0.04 -1.22 -0.04 -1.19
   Protestantism -0.11 -3.34** -0.11 -3.33**
   Catholicism -0.09 -2.93** -0.08 -2.78**
Marital status
   Married/Cohabiting -0.11 -2.47* -0.12 -2.77**
   Widowed -0.10 -2.26* -0.11 -2.48*
   Divorced/Separated  0.03 0.85  0.03 0.80
Educational level -0.08 -2.24* -0.07 -1.73
Monthly income  0.06 1.74  0.06 1.79
Living standard -0.04 -1.09 -0.03 -0.88
Health condition -0.08 -2.40* -0.06 -1.91*
Personal values
   Individualism  0.10 3.30** 0.09 2.89**
   Hierarchy -0.08 -2.45* -0.09 -2.69**
   Fatalism  0.09 2.91**  0.08 2.63**
   Egalitarianism  0.02 0.49 -0.00 -0.04
R2 0.05 0.02 0.07
F 5.28*** 5.92*** 5.18***

Dummy variables: Gender (ref: female), Religion (ref: no religion) and Mari-
tal status (ref: never married).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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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변수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였다.

자살에 대한 태도는 가정적인 4가지 경우에 있어 자살할 권리가 있

는지에 대한 동의여부로 살펴보았는데, 동의하는 비율은 불치병을 앓

고 있을 경우 42.8%, 파산했을 경우 14.3%,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을 경

우 10.3%, 사는 것이 피곤해서 죽고 싶을 경우 9.4%의 순으로 나타났

다. 이들 4가지 경우 각각에 대해 자살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한 수를 

합한 자살지수의 평균은 4점 만점에 0.77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앞

에 제시된 4가지 경우들은 개인의 일생에 있어 자주 접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거리가 아주 먼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같은 

측면에서 자살지수의 점수가 1에 가깝고, 특히 불치병을 앓고 있을 경

우 자살할 권리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 비율이 40%가 넘을 뿐만 아

니라 파산했을 경우에도 자살할 권리가 있다고 여기는 비율이 15%에 

근접하게 나온 수치는 일반인이 자살에 대해 상당히 수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또 그렇기 때문에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자살태도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의 관계에 있어 일부 변수는 

기존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지만 또 일부 변수들은 상이한 결과

를 보여주기도 한다. 종교적으로 개신교와 천주교 신자들이 종교가 없

는 사람보다 자살에 대해 더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태도는 종교가 있

는 사람이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 자살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

인다는 기존연구 결과[21]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 하지만 개신교와 천

주교를 포함한 기독교 신자가 불교신자에 비해 자살에 대해 더 부정적

이라는 점은 종교의 유무뿐만 아니라 종교 간에도 자살에 대한 태도

에 있어 차이가 난다는 새로운 사실을 보여준다. 혼인상태별로는 기

혼/동거와 사별인 사람이 미혼인 사람보다 자살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 미혼자와 기혼자에 비해 자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기존 연구결과[20]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건강상태와 자

살태도 간에 나타나는 역의 관계는 기존 연구결과[22]와 합치한다.

한편, 성별, 연령, 학력, 소득, 생활수준은 기존 연구결과와는 다른 

형태를 보여준다. 먼저 성별, 학력, 소득, 생활수준은 자살태도에 대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연령은 많을수록 자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 기존 연구결과[8]와는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 성별, 

학력, 소득, 생활수준은 자살태도와 관련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가 되지 못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와 기존 연구 간에 차이나는 결

과는 잠정적이지만 연구대상이나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수 및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여준 연구들[8,9,19]에서는 연구대상자가 노인이거나 청

소년에 한정되어 있으며 또한 사용된 변수의 종류도 본 연구와 다소 

차이가 있다.

사회통합과 사회규제와 관련된 개인적 가치관에 있어 평등주의를 

제외한 개인주의, 위계주의, 운명주의는 사회인구학적인 변수를 통제

한 조건하에서도 자살에 대한 태도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개인주의와 운명주의는 정(+)의 방향으로 그리고 위계

주의는 역의 방향으로 자살태도와 관계되어 있다. 개인주의는 사회통

합과 사회규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반면 위계주의는 사회통제와 사회규제에 찬성 입장을 취하면서 사회

질서와 안정을 존중하는 가치관이다[23]. 이 같은 측면에서 개인의 의

사결정에 의해 독단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인 자살에 대해 개인주의 

가치관을 지닌 사람일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위계주의 가치관

을 지닌 사람일수록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논리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사회규제에 대해서는 상반되지만 사회통합에 대해서

는 같은 관점을 지닌 운명주의와 개인주의가 자살태도에 대해 똑같은 

정의 관계를 갖는 반면에 사회규제에 대해 서로 같음에도 불구하고 사

회통합에 대해서는 상반된 관점을 지닌 운명주의와 위계주의가 자살

태도에 대해 상반된 관계를 보인 결과는 자살태도에 대해 사회규제보

다는 사회통제가 더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일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와 더불어 사회통합과 사회규제에 대한 개인적인 가치관이 자

살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자살과 관련해 사

회통합과 사회규제가 집단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는 변수임을 입증해준다.

결  론

본 연구는 일반인의 자살에 대한 태도와 또한 이러한 태도에 대해 

개인의 가치관 및 주요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를 2013년 KGSS 자료를 활용하여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일반인은 자살에 대해 상당히 수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자살률

을 보이고 있는 이유를 시사해주며 동시에 심각한 자살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자살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전환시키는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확대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자살태도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의 관계에 있어 성별, 연령, 학

력, 소득, 생활수준과 같은 일부 변수들은 기존 연구와 다소 상이한 결

과를 보여준다. 이 같은 차이는 본 연구와 기존 연구 간에 있어 연구대

상이나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수와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지만 보다 확실한 차이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는 추가적인 연구의 보완을 통해 재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사회통합과 

사회규제에 대한 개인적인 가치관이 자살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준다

는 연구결과는 이러한 개인적 가치관이 자살의향이나 자살생각을 예

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입증해준다. 이에 따라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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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뿐만 아니라 자살이나 자살생각에 관한 후속연구들은 사회통합

과 사회규제에 대한 개인적인 가치관을 유의미한 변수로 고려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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